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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멕시코와 쿠바지역의 한인독립운동 사

또한 한인이민자들은 스스로 생활풍속을 개선해 현지인들로부터 한국 민족의 신용

적지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을 확보하는데도 앞장섰습니다. 신용불량을 근절하고 음주와 도박을 단절하기 위해

번 조사보고서는 지난 2003년에 시행했던 1차 조사의 후속사업으로 2005년 멕시코

자치규정과 노동규정, 개량혼인법 등을 제정해 생활개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루어진 뜻 깊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노력은 한인이민자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여 주고 현지인들에게 한민족에 대한

멕시코는 우리의 선조가 1905년 5월 에네껜 농장의 노동자로 이민간 뒤 온갖 고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을 무릅쓰고 정착했던 곳이며, 쿠바는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이 1921년 3월 보다 나은

이처럼 멕시코와 쿠바에 흩어져 있는 한인이민자들의 발자취를 찾아 조사하는 일은

생활을 찾아 정착한 곳입니다. 이로 볼 때 멕시코와 쿠바에 정착한 한인들은 모두 초

그들의 삶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

창기 멕시코 이민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어서 거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

별히 이번 조사사업에 새로운 유적지에 대한 발굴은 물론이고 수많은 자료를 수집,

니다. 그런데 멕시코 이민 초기 에네껜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의 사정이 정상적인

정리해 조사보고서에 수록한 것은 2005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

계약조건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제국정부가 뒤늦게 알고 귀국조

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가 그 넓은 멕시코와 쿠바 전 지역을 다

치를 취하려 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멕시코의 한인

조사해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발굴과 조사가 뒤 따라야

들은 버려진 고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국망의 시기에 어디 멕시코 한인이민자

할 것으로 봅니다.

들에게만 그렇게 무심하게 대했을 리 만무하였겠지만 멀리 타국에 가서 국가의 아무

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멕시코와 쿠바에서의 조사활동은 무더운 기후조건과 간

런 보호와 지원도 없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했던 멕시코 이

단치 않은 현지여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만한 성과를 얻기

민자들의 고달픈 삶을 연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까지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희곤 소장

멕시코와 쿠바 지역의 한인들은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며 생존을 위한 고달픈 삶을

과 연구원들의 노고, 현지 한인 이민후손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관련 전문가들의 수고

영위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데 시간과 물

가 적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일을 계

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년간의 계약노동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대한인국민

기로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애국선열의 발자취를 찾아

회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여 한인이민자들의 권익보호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

널리 선양하는데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멕시코와 쿠바의 각지로 분산되었어도 한인이민자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지방회와 통신소, 경찰소 등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독립의
연금을 거두어 민족의 독립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인들이 일하던 에네껜 농장
옆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신국어학교·민성학교·진성학교, 해동
학교 등 한글학교를 세워 우리의 민족정신과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일을 추진하였습
니다.

200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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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쿠바지역 한인독립운동사적지 조사기
이정은(본 연구소 수석연구원)

계기로 독립기념관에서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1차 현지조사, 2차 자료집 발간, 3차 특별
전시회 개최 등 멕시코 한인 100주년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접촉하고 협력을 타진하였
으나, 그 2~3년전 시기에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적었고, 우리관의 예산도 뒷받침이 되지 않

1. 머리말

아 결과적으로 그중 2차에 걸친 현지조사만 하게 되었고, 100주년 각종 기념행사는 독립기념
관이 소외된 채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었다. 1차 조사도 독립기념관의 다른 지역 조사 경비를

2005년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멕시코·쿠바지역 한국독립운동 사적지 조

멕시코·쿠바 조사로 돌리고 여기에 국가보훈처의 참여와 지원에 의해 가능했었다. 이번의

사사업은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24일에 걸쳐 이정은 책임연구원과 홍선표 책임연구원이

조사도 국가보훈처의 해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련 예산의 일부가 지원됨으로써 이루어졌

수행하였다. 2005년은 멕시코 쿠바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로, 노무현대통령이 멕시코

다. 정부 관계 부처와 관내 관련 부서에 감사를 드린다.

합중국(ESTADOS UNIDOS MEXICANOS)을 국빈방문하고, 현지의 각 지역에서 기념행사
들이 펼쳐졌던 관계로 현지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에 우리 조사작업

2. 조사단과 조사일정

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조사여행을 떠난 때는 100주년 큰 행사들이 대개 끝난 시점이어서 그간 현지에서 모

사막과 선인장, 솜브레로(Sombrero)를 쓴 판초 빌라 영화로 기억하는 태양과 고원의 나라

아서 소개하고 전시했던 자료들의 효용도 거기서는 거의 끝난 때였다. 우리 조사팀은 사적지

멕시코는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이나, 여러 면에서 미국과는 다른 나

조사와 더불어 이들 자료를 거두어 오는 과외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

라이다. 나라 이름 멕시코부터 원주민 아즈텍족의 군신(軍神) 멕식틀리(Mexictli)에서 왔다.

인 이야기이고, 조사를 담당했던 우리들은 엄청남 심리적 부담을 안고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미국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멸절시키고 양키 문화의 기조 위에 건설되었다면, 멕

되었다.

시코는 스페인이 아즈텍, 마야 같은 원주민을 정복하면서도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과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의 제1차 조사가 2003년 11월 14일부터

혼혈과 문화적 혼합 또는 접목하면서 세운 나라이다. 그러므로 멕시코, 티후아나, 코앗사코알

12월 4일까지(김호일 연구소장, 김도형, 김형목 연구원과 국가보훈처 신영교 당시 사무관이

코스 같은 지명들이 대부분 원주민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나, 원주민

참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의 조사결과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Ⅲ (멕시

언어도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유카탄 지역에 마야족의 유적 뿐 아니라, 현재도

코·쿠바)(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3)으로 발간되었다. 그래서 이번의 제2차 조사는 1차

마야인들이 살고 있고, 마야어도 사용되고 있다는 데 놀랐다. 큰 대륙 라틴 아메리카는 그만

조사를 뛰어 넘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큼 우리에게 멀리 있었다.

대상 지역은 멕시코와 쿠바로서, 1차 조사에서 빠진 멕시코 북부 티후아나지역을 우선으로

그 먼 곳으로 100년 전에 1,033명의 한국인들이 묵국(墨國) 또는 묵서가국(墨西哥國)으로 알

하고, 메리다 등 이미 조사한 지역 가운데서도 1차 조사에서 충분한 시일이 없어 손대지 못했

려진 미지의 땅에 새로운 삶을 찾아, 또 일부는 조국 독립의 희망을 품고 4년 기간의 노동계약

던 부분에 대한 조사와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국가보훈처

을 하고 일포드(S. S. Ilford)호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에서 추진하는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중 주요 유적과 사적지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현지
협의라는 과제도 부가되어 있었다.

우리의 여정은 100년 전의 한국인들의 이민여정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1차 조사에서 손
이 미치지 않았던 북부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이어서 다른 지역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멕시코는 미국과 과테말라 사이에 자리한 면적이 196만 4,375㎢나 되는 큰 나라로 우리나라

하게 계획되었다. 조사단과 조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9배나 크다. 쿠바 또한 11만 ㎢로 22만 ㎢의 한 반도의 꼭 절반 크기
이다. 한반도보다 거의 10배나 되는 지역을 1차 조사에서 21일간 면밀하게 다 조사한다는 것

■조사단

은 무리였기 때문에 당초부터 2차에 걸쳐 조사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정은(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원)

멕시코·쿠바 한인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가장 먼저 계획하였다. 2002
년 11월 29일 멕시코 메리다지역에서 봉사하는 조남환 목사님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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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쿠바지역 한인독립운동사적지 조사기

조사일정
일수

일 자

지 역

조

사

내

용

비 고

•인천공항(KE17항공 15:00)
1일

7월 9일(토)

인천공항, LA

→ LA (7월 7일 10:20) 도착

이동

•윤병욱, 서동수 회장 등 인사 면담
2일

7월 10일(일)

LA

•LA 현지 조사 : 멕시코관련 전문가(멕시코플라
자, 대한인국민회관 등) 방문

조사

•LA → 비엔비에호 → 티후아나(육로)
3일

7월 11일(월)

LA, 티후아나

•유관순 열사 관련 증언 채록

권봉철

•티후아나 Penteon Jardin 공동묘지 조사

선생과

•Pedro Diaz Corona 한국명예영사, 페르민 김

합류

한인회장 회합
•Nilda Llanes Kim(초기 이민자 양희용, 김대

▲ 멕시코·쿠바 조사단. 왼쪽부터 권봉철, 이정은, 홍선표

순의 딸) 방문

홍선표 책임연구원은 미주지역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미주지역 독

4일

7월 12일(화)

티후아나

•Sara Lee Kim(초기이민자 이학서·Requel

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현지를 조사하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Kim의 딸) 방문

준비작업과 행정적 실무를 담당했다.
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에서 학부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멕시코에 온지 10년이 된 문

•이성균 목사 자료 복사
5일

7월 13일(수)

티후아나

•티후아나 한인회관 방문 및 자료 복사

조사

• 코로나 영사, 페르민 회장 회합

화인류학 분야의 전문 연구자이다. 멕시코 국립대학에서 지역학 박사과정을 마쳤고, 아즈텍

•티후아나(AM173 항공 09:45) → 멕시코시티

원주민의 세계관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2004년 7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멕시코
한인사회 실태조사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사전조사와 섭외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

조사

•페르민 킨 한인회장 면담

립운동의 전문가이다. 그로서는 수많은 자료에서 나오는 멕시코·쿠바 지역 한인들의 활동상

현지에서 조사단으로 합류한 권봉철씨는 조사활동을 하면서 안내와 통역과 맡아 주었다. 그

•이성균 선교사(자료소장가) 소장자료 검토

6일

7월 14일(목)

라, 중남미 고대문명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티후아나
탐피코

(경유 15:05 도착, AM3229항공 16:50출발) →
탐피코(17:45 도착) 이동

이동

•김익주 상가지 조사
•김익주가 세운 한옥식 2층 건물(Neveria) 조사
7일

7월 15일(금)

탐피코

•탐피코지방문서보관소 조사

조사

•알로에코즈 농장 견학
•탐피코 센트로 지역 조사
8일

7월 16일(토)

탐피코
멕시코시티

•탐피코 세관박물관 방문
•탐피코(AM3212항공 18:25)

이동

→ 멕시코시티(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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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쿠바지역 한인독립운동사적지 조사기

일수

9일

일 자

7월 17일(일)

지 역

멕시코시티

조

사

내

용

비 고

일수

일 자

지 역

멕시코시티

11일

7월 19일(화)

코앗사코알코스

•메리다 인류학 박물관 자료수집

회장) 방문

조사

17일

7월 25일(월)

메리다

•외무부문서보관소 조사
•이광석 한인회장 방문(유적지 보존 협의)

18일

7월 26일(화)

메리다

조사

7월 20일(수)

코앗사코알코스

13일

7월 21일(목)

메리다

19일

7월 27일(수)

메리다

7월 23일(토)

메리다

산디에고 농장

•메리다(MX7912항공 18:50) → 깐꾼(경유) →

•Martha Lim Kim
조사

•시립문서보관소 조사, 자료수집
•코앗사코알코스(육로) → 빌라에르모사
(MX7912 항공, 17:20) → 메리다(18:20)

착 농장, 야스체 농장

20일

7월 28일(목)

•국민회관, 숭무학교 확인
•메리다 한인회관 방문, 자료복사

마탄사스
아바나

•아바나 → 마탄사스(육로이동)
•마탄사스 지방기록보존소 조사

조사

•엘 블로 마을 조사
•마탄사스 → 아바나(육로이동)

조사 및

•국민회관 조사

이동
21일

7월 29일(금)

멕시코시티

•쿠바 한일독립기념일 행진지(국회의사당 앞)조사
•아바나(MX320항공 16:45)

조사 및
이동

→ 멕시코시티(18:45)

조사 및
이동

조사

아바나(22:20 도착)

•코앗사코랑코스 한인촌 조사
•Agula Dulce 한인거주지 조사

조사 및
이동

•Geronimo Lim Kim(이민후손회장) 방문

22일

7월 30일(토)

조사 및

23~

7월 31일(일)~

이동

24일

8월 1일(월)

•한인 100주년 기념비, 한멕우정병원 방문
15일

•에네껜 초기농장조사 : 초룰, 초촐라, 칸파체,

•후안 라몬 킴 방문, 조사

•초기 에네켄 농장 조사 : 대산농장, 산 미구엘
7월 22일(금)

메리다

이동

•울리세스 박 면담
14일

•역사문서보관소 조사

•출입국 수속

•San Juan Zuga 사탕공장, 사탕수수밭 조사
코앗사코알코스

조사

•Uxmal 유적지 방문

•멕시코시티(AM3026 항공 13:35) → 미나티틸
란(14:40 도착 - 육로) → 코앗사코알코스

비 고

•시립도서관 조사

•한인촌, 역, 부두, 시립묘지 조사
12일

용

•David Kim Kong(김익주 손자 한인후손모임

•외무부 문서보관소 방문
멕시코시티

내

•참포톤 → 캄페체(육로이동)

•아벨 김 자료 수집(복사)
7월 18일(월)

사

•멕시코시티 국민회관 조사

•Gervacio Kim Mun(이민 2세, 자료소장가) 방문

10일

조

LA
LA, 인천공항

•멕시코시티(AM468항공 20:15) → LA(경유
22:10 도착)
•LA(KE12항공 7월 31일 0:30 출발) → 인천 공항
도착(8월 1일 04:50 도착) - 시차변환

이동
이동
(시차변환)

•조남환 선교사 내방 조찬
•메리다 → 캄페체(육로 이동)

16일

7월 24일(일)

메리다

•Irving Noe Lee Gutierrez(이민후손) 방문

캄페체

•캄페체 한인묘소 조사

참포톤

•Mamuel Lee(이민후손, 자료소장가) 방문, 한

조사

옥형 2층 건물 방문
•캄페체 → 참포톤(육로이동), 안토니오 강 리
후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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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일지

님들이 되어 관람석에 앉아 식사를 하며 중앙의 경기장에서 2시간 동안 중세기사들이 벌이는
퍼레이드와 마상 결투장면을 구경한다. 갑옷과 투구를 쓴 기사들은 왕 앞에서 명예를 걸고 승

2005년 7월 9일 (제1일) 출발

리자의 칭호를 다툰다. 관객들은 자신의 기사를 응원한다.

2005년 7월 9일 오후 3시 멕시코·쿠바 제2차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조사팀 이정은 책임
연구원과 홍선표 책임연구원이 대한항공 KE017편으로 미국 LA로 향해 출발하였다.
우리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이륙한 지 두어 시간이 지나자 태평양상 고도 10,100미터를 나르
고 있었다. 구름도 비행기 날개 한참 아래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LA를 향해 가는 것은 멕시

나는 생각했다. 우리 기념관에서 고구려 기사들이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무장
을 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며, 전사들이 말을 타고 서로 실력을 겨루는 공연을 벌인다면 동아시
아를 제패한 고구려 정신을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며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코로 직항편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첫 조사 지역이 미국과의 국경에 있는 멕시코 국경도
시 티후아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오후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태평양 상에서 곧 밤이 되었
고, 그 후 장장 11시간을 별빛만 아스라이 보이는 밤하늘을 날아야 했다.
예정비행 시간은 11시간이었으나, 편서풍의 영향으로 1시간이나 일찍 LA 국제공항에 도착

7월 11일 월요일 (제3일)
미션 비에호
새벽 5시 30분에 눈이 떠졌다.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책을 읽고, 6시 30분부터 45분간 조
깅을 다녀왔다. 이제 시차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 조사작업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

한다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여 출발날짜와 같은 날인 7월 9일 오전 9:20분에 우리는 주변 가로에

었다. 김종태군이 차를 가지고 와서 LA를 출발하였다. 우리는 멕시코-미국 국경도시 티후아

야자수 나무가 줄지어 늘어선 LA의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미리 연락한 김종태 군이 공항에

나로 가는 8차선의 Santa Ana 5번도로를 따라 계속 달렸다. 약 1시간 정도 달려 미션 비에호

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구름 한 점 없는 LA의 태양은 눈이 부셨다.

(Mission Biejo)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서울에서 만난 적이 있는 강신근 선생을 만났다.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한미재단의 윤병욱 총회장과 점심식사를 함께하였다. 식당에 앉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군에 속한 미션 비에호는 인구 9만 3천 명으로, biejo는 스페인어로서

있는데 시차로 인해 눈꺼풀이 계속 슬슬 풀려왔다. 미주지역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 후속사

beautiful 이란 뜻이다. 수많은 공원이 있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소도시이다. 미국내에서

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저녁에는 서재필의 후손인 서동성 변호사와 송재

가장 범죄가 없는 도시라 은퇴자, 혼자되신 분들이 만년을 이곳에서 보내기 위해 모여든다.

승 전 흥사단 미주위원장을 만나 2009년 대한인국민회 10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미주지역

건축가인 강신근 선생은 공주 3·1운동 주도자의 한 사람이자 한국 근대건축사, 특히 이화

독립운동사 정리, 기념사업, 유적지 보존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1902년 군산 앞바다

여대 등 초기 서양식 석조건축에 있어 개척자적인 인물인 강윤의 아드님이다. 1955년 유학와

에서 침몰한 아펜젤러 목사를 비롯한 30명의 승객과 일본인 기관장이 숨진 해난사고, 배에 대

서 미국에서 건축사로 활동하다 은퇴하여 이곳에 살고 있었다.

한 수중탐사 추진문제 등도 들었다. 밤 11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이분은 잠시 한국에 나왔을 때 내가 작년에 출판한『유관순』전기를 보고, 내게 연락을 해 오
셨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가기 전에 영명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해 유익한 증언을 해 주

7월 10일 일요일 (제2일) 미국 캘리포니아 LA

셨다. 공주에서 영명남학당을 설립하였고, 3·1운동 당시 공주에 있었으며, 그분의 부친을 건

이날은 일요일이기도 했지만 시차적응을 위해 하루를 쉬어야 했다. 이번처럼 시차로 힘들었

축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고, 공주에서 1941년까지 선교와 교육에 봉사했던 프랭크 E. C.

던 적이 없었다. 오후에는 최근 수리를 끝내고 개관한 대한인국민회관과 그 안에 마련한 미주

윌리암스(Frank E. C. Williams) 선교사로부터 50년전 미국에 유학와서 직접 들었던 이야기

한인 100년사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를 들려 주었다. 유관순 열사는 집이 가난하여 엘리스 샤프 여사가 공주에 데리고 있으면서

저녁에는 LA에서 떠나기 전에 메디이벌 타임즈(Medieval Times, 중세시대)라고 하는 식당

영명학당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겸 공연장을 갔다. 수년전 이곳에 왔을 때 팸플릿을 보고 알았는데 언젠가 꼭 가 봐야겠다고

미션 비에호에서 김종태군은 직장 관계로 돌아가고, 강신근 선생이 우리들을 미션 비에호로

생각해 오던 곳이었다. 황량한 독립기념관 겨레의 큰 마당에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신선한

부터 티후아나까지 차로 태워 주었다. 멕시코 국경을 넘을 때 우리는 여느 고속도로 톨게이트

감동을 줄 프로그램을 생각해 오면서 그 공연장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를 지나듯이 그냥 지나왔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그때에는 몰랐다.

그 공연장은 원형 경기장같이 생겼다. 손님들은 중세 왕의 대형 경기장에 초대된 고귀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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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Tijuana)

년 전 유카탄 반도의 에네껜 농장들에 계약 노동을 왔던 한인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경기

티후아나는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람들이 드나드는 국경도시로 이름이 높다. 그러나 아

악화로 농장주들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스페인어도, 현지 사정도 모르는 가운데 살길을 찾

이러니컬하게도 미국과의 국경을 가로막은 높은 장벽이 만리장성처럼 도시 북쪽으로 쳐져 있

아 뿔뿔이 흩어져 가야 했다. 그 중의 일부는 미국과의 국경도시인 티후아나까지 오게 되었는

는 것이 시내에서도 보여 도시의 성격을 상징하고 있었다. 장벽 너머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

데, 시기는 대개 1940년대에 시작되어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그전까지 인구 6만 정도로 주변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하였던 티후아나가 국경너머 미국인들

디에고가 있다.
티후아나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의 가장 큰 도시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서쪽 도시이

이 관광, 도박 등으로 몰려오면서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에 이주해 온 한인들은

자,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다. 인구 약 120만의 이 도시는 멕시코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이

식료품점 등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 후손들이 현재 1,000명 가량 되고, 최근 이주해 온

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인 도시이다. 경제적 활력, 유명한 디스코텍, 쇼핑을 위한 시장

사람들을 합하면 1,500명을 헤아린다 한다. 초기 이주자들은 대부분 친인척으로 연결되어 있

과 함께 20개 이상의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이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

다 한다. 최근에 이 지역에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현대정공, 삼성전자, 삼정정공 등의 기업

불법 마약과 매춘의 중심이기도 하다.

들이 진출하였고, 한국과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한다.

우리가 육로로 티후아나에 도착한 7월 11일은 마침 티후아나시 창립 116주년(1889. 7. 11)이

저녁에는 이곳 교민들의 대부이자 산 증인인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Pedro Diaz Crona) 한

되는 날이었다. 갑작스럽게 눈앞에 닥쳐온 스페인어 간판과 낯설고 복잡한 가로가 우리를 당

국 명예영사님과 티후아나 한인회장 페르민 킨(Fermin Kin)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만났다.

황하게 했다. 시내를 여러 바퀴 헤맨 끝에 우리의 숙소인 라 메사 호텔(La Mesa Inn)에 도착

코로나 명예영사는 74세로 34년간 한국 명예영사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방문을 환

하였다. 여기서 강신근 선생은 나의 비디오카메라 앞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증언 녹화를 하

영했고, 한창 수리중인 자신의 사무실과 이 지역 한인 역사에 대한 사진과 자료를 보여 주며,

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칠십 노구를 이끌고 멕시코까지 기꺼이 운전하여 태워다 주신

우리에게 초기 한인들의 티후아나 정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의 가족은 멕시

노고에 무어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코의 디아스 가문과 한국의 김씨 가문이 만나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후손이 200명에 이른다

티후아나의 라 메사 호텔에서 우리의 안내자 권봉철씨와 합류했다. 멕시코 시티에서 우리와
합류하기 위해 티후아나로 온 것이다.

고 한다. 한인회장 페르민 킴은 딸 사만다와 함께 참석하여 한인회관과 100주년 행사를 위해
모은 자료들을 다음날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해 지기 전에 이곳 초기
한인동포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판테온 하르딘
(Panteon Jardin)이라 하는 시 공동묘지로 향했

티후아나

다. 7월의 티후아나 날씨는 더웠다. 땀을 적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호텔 건너편

공동묘지 사무실에서 초기 한인 명부와 위치를 확

주택가와 공원을 산책했다. 낮에 이

인했다. 로자 마리아 김 김, 엘비아 마리아 디아스

도시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인상은

김,.... 한국의 성씨들이 이곳 묘지 장부에 올라 있

매우 무질서한 판자촌 도시 같았는

었다. 비교적 잘 가꾸어진 묘역에서 따가운 햇빛

데, 도시의 속살을 보니 그렇지 않

을 받으며 김기용, 안토니오 송, 김순희, 안토니오

았다. 벤자민 나무를 갖가지 모양으

콩 함 등의 묘비를 찾았다. 100년전 이 땅에 온 한

로 다음어 정원과 담장을 장식한 고

인들과 그 후손들은 이제 멕시코 역사의 한 부분

급스런 스페인풍의 현대식 주택들의

이 되었을 뿐 아니라, 멕시코 대지의 한 부분으로

수준높은 건축문화를 보고 놀랐다.

돌아가 쉬고 있는 것이다.
▲ 티후아나의 상징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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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한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는 아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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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닐다
야네스 킴(Nilda Llanes Kim)의 안

▲ 닐다 야네스 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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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병원을 찾아 나섰다. 야네스 킴 여사는 한인후손으로서 최초로 의사가 되었다. 대기실과 진

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제는 1인분

료실로 된 조그만 병원에 흰 가운을 입고 앉은 닐다 야네스 여사의 외모는 전형적인 단아한 조

큰 것 한 마리에 35불하는 대단한

선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양희용(Manuel Llianes Choo)과 어머니 김대순(Ana Maria

바닷가재 요리와 관광지가 되었다

Kim)이 1921년 결혼했을 때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회로부터 받은 혼인증명서를 가지고 있었

한다. 악사들이 연주하는 키타와 감

다. 이걸 보면 일제 강점기에 대한인국민회가 해외동포에게 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미로운 목소리의 엘 콘돌파사같은

있다.

노래 소리와 함께 얇은 옥수수 칩인

아침 겸 점심을 중국식당을 찾아 때우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 안마당에서 이성균목사님

또또뽀(totopo)와 토마토, 고추, 양

을 만나게 되었다. 이성균 목사님은 우리가 찾아 만나야 할 분이었는데 바로 호텔 안에서 딱

파, 향초(silantro)를 섞어 만든 살

만나게 된 것이다. 미국 뉴저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계신 안태호 목사님 부부가 휴가차 이

사미메히카나(salsamimejikana)

곳을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떠나려는 참이라고 하였다. 안태균 목사님은 서울

소스, 고추소스인 칠레보모리도

대 국사학과를 나오신 선배여서 또한 반가웠고, 독립기념관의 자료수집 노력에 대해 적극적

(cilebomolido), 아카보도 열매를

인 후원과 이해를 표명해 주셔서 적시에 큰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호텔 이층의 빈 회의실에

속을 파내고 으깨 양파와 향초를 넣

탁자와 의자를 배열하고, 이성균목사님이 약 18년간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면서 수집한 한인

어 만든 와카몰리(wacamoli), 하이바(jaiba)라는 한 자나 되는 게의 다리, 여기서는 랑게스타

이민 및 독립운동 관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중에는 1905년 4월 2일자로 대한제국

(ragesta)라 하는 바닷가제, 멕시코 사람들의 주식인 밀전병 도르띠야(tortilla, 이것은 북쪽

외부에서 당시 18세인 석상근에게 발급한 여권인 집조(執照) 원본도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은 밀가루로, 남쪽지방은 옥수수가루로 만든다), 쌀과 토마토 소스로 만든 볶음밥 이런

모은 자료를 독립기념관에 제공(원본은 컬러복사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아침 자료들

이국적인 음식과 정취속에서 밤은 깊어갔다.

▲ 페드로 명예영사(왼쪽 끝), 강정부(오늘쪽 끝), 페르민 킨(오른쪽에서 두번째)

의 칼러복사를 위해 중심가의 전문복사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분들의 일정 때문에 이날은

7월 13일 수요일 (제5일)

일단 헤어졌다.
이성균 목사님은 여기서 수년간 살아온

티후아나

경험에서 볼 때“왜 한국사람들이 미국 캐

아침 일찍 중심가의 원색복사 전문점으로 가서 이성균 목사님을 만났다. 작은 트렁크 하나

나다 같은 나라들에만 이민가려고 하는지

분의 멕시코 한인 관련 자료들 중 일부는 원본이고, 나머지는 원색복사하여 라미네이팅하여

모르겠다. 멕시코야 말로 기회의 땅이다.

가지고 계셨다. 최대한 원본과 가깝

이곳 사람들은 주급을 받아 주말에 다 쓰지

게 인화지에 복사하는 일이 생각보

못하면 그 돈을 쓰기 위해 월요일 출근을

다 시간이 많이 걸려 거의 오후까지

안하는 사람들이다.”
고 하며 멕시코 지역

진행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

의 가능성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였다.

는 곳에서 두 대의 복사기에 나누어

그날 저녁 코로나 명예영사님이 우리 일

서서 97점의 자료를 순서대로 내어

행을 위해 바다가재 요리를 사 주셨다. 우

주고, 받으며 복사상태를 점검하고,

리는 함께 한인회 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회장의 차를 타고 티후아나에서 멀지 않

색감이 잘 안나온 것은 다시 복사시

은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의 태평양 해변으로 달렸다. 저녁 석양을 받으며 달리는 길 옆으로

키고 하는 데, 한국처럼 빨리빨리 일

끝없이 이어지는 언덕과 언덕위에 새로 개발하는 주택단지들을 지나갔다.

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과

▲ 18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활동 중인 이성균목사

식당이 있는 해변은 이전에 한적한 어촌이었을 때는 바닷가재 한 마리에 25센트했었는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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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를 끝내고 자료들을 이성균목
사님에게 반납하고, 우리는 한인회
장 페르민 킴과 약속한 티후아나 한
인회관으로 갔다. 티후아나 한인회

▲ 페드로 명예영사와 페르민 킨 가족

부자나라와 기회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간의 부딪힘이 높
은 장벽과 그 벽에 스프레이로 그린 벽그림들에서 형상화되어 있었다.
우리는 탐피코로 가기 위해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하는 에어 멕시카나 항공 AM137를 타고
멕시코시티 공항을 거쳐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후 3시 5분에 탐피코에 도착하였다.

관(Centro Social Coreano de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는 탐피코는 파누코강(Rio Panuco)이 사행(蛇行)하면서 멕시코만 근

B.C)은 이곳 한인들이 1970년대에

처 저지대에 만들어놓은 수많은 호수들에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 멕시코 지명들이 그렇듯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한 단층 건

탐피코란 말도 원주민 말에서 왔다. 이곳 원주민은 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언어로 탐피코는“수

물인데, 가운데 100여 명은 충분히

달의 땅”
이라는 뜻이다. 이 문명은 BC 1000년 전부터 시작된 문명이다. 그후 10세기 테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큰 홀과 주방과

우아칸의 멸망부터 부터 15세기 중반 아즈텍제국이 흥기할 때까지 후기 고전문명기에 전성기

부속실이 갖추어져 있는 좋은 회관

를 누리다가 1450년 목테수마 1세가 이끄는 아즈텍 군에 패배하여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었다. 페르민 킴 회장은 우리들에

처지가 되었고, 다시 1519~1530년 사이에 스페인에 정복되었다.

게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탐피코는 멕시코 타마우리파스주의 수도로 멕시코만 지역의 경제 중심지이다. 82만명의 탐

위해 모았던 자료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몇 명의 한국말 몇 마디를 아는 한인 할머니들이

피코 광역도시 지역 인근에 석유생산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멕시코 동북부지방의 상업중심지

왔다. 우리는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다. 그리고 원본 복사가 필요한 것은 가지

이자 가장 중요한 항구이기도 하다.

고 페르민 회장과 함께 다시 시내 중심가의 복사전문점으로 가서 124점을 인화지에 칼러복사
를 했다.

멕시코 상업항공도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1921년 멕시카나 항공이 탐피코의 게네랄 프란시
스코 야비에르 미나 국제공항에서 멕시코시티의 베니토 후아레즈 국제공항으로 출발한 것이

복사일을 끝내고 우리는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신 페드로 영사님과 페르민 회장 가족을 위하

그 시작이었다. 1926년 멕시코 최초의 코카콜라 공장, 최초의 멕시코 골프코스인 캄페스트레

여 답례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였다. 멕시코의 카톨릭 문화에서는 가족을 중시하여 저녁모임

가 운영되었을 정도로 이곳은 멕시코 경제의 중심이었고, 이 때문에 메리다 지역의 에네켄 농

에는 대개 부부나 가족동반 모임으로 한다고 한다. 우리는 중간에 페드로영사님 사무실에 들

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불황으로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한인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오

러 그분을 모시고 페르민 회장 댁을 방문하였다. 페르민 회장은 부인 라파엘라, 12살의 딸 사

게 되었던 것이다.

만타, 아직 아기인 둘째 딸 소피아를 소개했다. 12살 사만타는 국경 너머 샌디에고에 있는 학

해가 서산으로 늬엿늬엿 기울 즈음

교를 다니기 때문에 영어를 잘했다. 페르민 회장은 차를 가지고 딸을 위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 중심가에 공항택시를 내린 우리

샌디에고로 통학을 시키고 있었다. 티후아나의 한인들 중에는 자녀들을 미국 학교로 보내는

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

경우가 많다 한다. 우리는 시내의 브라질 식당으로 갔다. 이 식당은 갖가지 부위의 고기를 꼬

로 온 듯한 착각을 느꼈다. 네모 반

챙이에 꿰어서 바베큐하여 손님들 접시에 썰어 무제한 제공하는 식당인데, 멕시코에서 우리

듯반듯하게 구획한 시가지에 발코니

가 가본 식당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식당이었다. 우리는 그 모든 종류의 고기요리를 감당

가 있는 일정한 층수의 신고전 건물

할 만큼 양이 커지 않아 얼마 못가 손을 들고 말았다.

들, 높은 첨탑의 종루가 있는 성당과
광장, 거기에 팔라시오 무니시팔

7월 14일 목요일(제6일)

(Palacio Municipal)이라는, 발코니

티후아나 - 멕시코시티 - 탐피코

가 있는 위엄있는 시청사가 있어 당

아침 7시 반부터 서둘러 티후아나 공항으로 갔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미국과의 국경장벽을

장에라도 관청 발코니에 훈장을 주

따라 나 있는데, 베를린 장벽처럼 갖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불법이민을 막고자 하는

렁주렁 단 식민지 관리와 하얀 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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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성장한 그 가족들이 광장의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 것 같았다. 또한 번화한 상가에 지

살가도(Ernesto Salado)씨를 보내

나가는 희고 검은 사람들 옆으로 지금도 뚜걱뚜걱 마차들이 지나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알로에

나 시내는 폭스바겐 딱정벌레 차나, 현대자동차 아토스 같은 차들이 택시로 돌아다니고 있었

농장과 공장을 시찰하게 주선하였

다. 멕시코에서 한국의 자동차나 PC 모니터에서 한국제품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어 한국의

다. 그는 동료의 부탁을 받고 섭씨

국력과 우리 경제인들의 시장개척 노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39도의 뜨거운 여름더위 속에서 2

우리는 시 중심의 아르마스 광장에서 가까운 마르셀라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날이 어둡기

시간 반을 달려왔다. 에르네스토씨

전에 김익주가 살았던 거주지를 찾아 나섰다. 그는 멕시코 한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

의 호의로 우리는 한국 기업이 멕시

한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한인 지도자였다. 그는 메리다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자 탐피코로 와

코에서 하는 세계최대의 알로에 농

서 식당을 하여 성공하였다. 그는 탐피코 중심가에 한옥 모양의 이층 누각을 지었고, 한인 지

장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였다. 농

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상점자리는 아무리 찾아도 중간에 번지가 끊어지고 우

장은 전체 380ha로 공장이 있는 큰

리가 갖고 있는 번지가 나오지 않았다.

쪽이 300ha(900,000평)이며, 이곳
에 하얀 건물에 최신식 생산시설을

7월 15일 금요일(제7일)

▲ 멕시코 남양알로에농장 사무실 앞에서 매니저인 에르네스토와 함께

갖춘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다. 여기서 하루 20,000kg의 알로에 젤리를 생산하는데 올해 말까

탐피코

지 50,000kg으로 생산시설을 배가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생산된 알로에 젤리와 엑기
우리는 아침 개관시간에 맞추어

스는 미국 휴스턴 본사로 가져가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고부가 상품을 제조한다고 한다. 이

탐피코 문서보관소를 찾았다. 아무

공장은 완전 현지화하여 한국인은 한 명도 없으며, 280명의 멕시코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깨

래도 문서보관소에서 체계적으로

끗한 근무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복지로 현지 사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다. 탐피코

찾지 않고서는 한인들의 자취를 찾

근교 지역은 주로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넓은 초지에 소들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다.

는 것이 실효가 없겠다고 생각되었

에르네스토시에게 여기 땅값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1ha 당 3,000불이라 한다. 한 평에

기 때문이다. 이 문서보관소에서

1불(1,100원)한다는 이야기이다.

1910~20년대 시가지 지도를 구하

우리는 오후 7시 호텔에 돌아와서 다시 김익주 상점터, 시내 중심가의 김익주가 세웠다는 한

고, 라구엘 반(Raguel Pan)이 1905

식 2층 누각 장소를 탐사했다. 탐피코의 저녁거리, 턱시도와 드레스로 성장을 한 젊은이들이

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떠나왔다는

떼를 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무도회에 가는 것이라 한다.

기록, 1932년 외국인 등록서류에 나
타난 알폰소 리(Alfonso Lee) 등 한
▲ 탐피코 문서보관소

7월 16일 토요일(제8일)

국인 2명 등의 문서를 찾았다. 여러

아침에 일어나 기념관과 연락을 취했다. 마르셀라 호텔 로비에도 인테넷이 있는데, 한글 지

문서철을 풀어헤치며 한국인들의 자취를 찾았으나, 문서들에서는 중국인이 많이 보였고, 한

원이 안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 영어와 영문으로 우리말을 표시하는‘이두’
같은 방법으로

국인들은 눈에 많이 띄지 않았다. 문서보관소에는 19세기 탐피코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기념관에 우리의 활동상황을 알리고, 기념관을 소식을 들었다. 9시경부터 시내 중심가 아르마

의 디포 대학에서 온 퀘커(Glen David Kueker)씨, 20세기 탐피코 지역사회를 연구하고자 온

스 광장 주변 지역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에는 멕시코시티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11시에 호텔

미국 휴스턴대학의 소니아 에르난데스(Sonia Hernandez) 등 연구자들도 만났다.

이 돌아와 호텔의 짐을 꾸려서 맡겨 놓고, Peking(북경) 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아

우리가 탐피코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 김동원 전시본부장의 아드님 조셉 김(Joseph
Kim)씨가 그가 근무하는 멕시코 남양알로에(Aloecorp de Mexico) 총메니저인 에르네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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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피코 항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누코 강 하구에 있다. 영국식의 이층 붉은 벽돌로

7월 17일 일요일(제9일)

장중하게 지어진 세관건물은 이제는 박물관이 되어 스페인 식민지기에 썼던 커다란 대포를

새벽에 두고 온 가족 꿈을 꾸었다. 일요일이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새벽 거리를 달렸다.

비롯한 유물을 전시해 놓고, 발코니에서는 파누코 강 양안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들을 볼 수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샌드위치, 생과일(오렌지) 주스 등으로 요기를 떼우고 각지 직장

있게 되어 있다. 강가 부두에는 파나마 선적의 스위프트 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화물선들이

으로 향하는 마이크로 버스를 타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이런 시민

정박해 있었다.

들을 위해 먹을 것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 우리는 탐피코 공항에 도착하여 오후 6시 25분에 멕시코시티로 떠나는 비행

우리가 찾아간 다비드 김(David Kim Kong)은 초기 유카탄의 초촐라 농장으로 왔다가 탐피

기를 탔다. 탐피코에서는 하루 반 만에 멕시코시티로 떠나야 했다. 필요한 조사를 하기에는

코에서 음식점을 하며 가산을 일으키고, 대한인국민회 탐피코지방회의 파출위원, 지방회장을

우리 일정이 너무 짧았다.

역임하며 대한인국민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한인 동포들의 의식제고

저녁 7시 20분 가로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시간에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와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했던 김익주(1873~1955)의 손자이다.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그의 집

멕시코시티는 스페인어로 쿠이다드 데 메히코(Ciudad de Mexico)라고 하는데, 멕시코 중

은 스페인풍의 아름다운 집이었다. 얼마 후 다비드 킴의 동생 아벨 킴(Abell Kim Kong)도 왔

앙의 해발 2,400미터 고원 위에 1,800만에서 2,200만 명이 거주하는 토쿄, 뉴욕, 서울 등과

다. 김익주의 둘째 아들 김동철(프란시시코 김)이 공인덕의 딸과 결혼한 까닭에 스페인 관습

겨루는 거대도시이다. 이 도시는 사방에 해발 4,000~5,500m의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에 따라 어머니 성인 공이 이름 뒤에 붙게 되었다. 이민 3세인 그들 형제는 모습은 완전 한국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가 이 도시를 발견했을 때는 장폭이 100km

인이었지만 한국말은 거의 몰랐다. 우리는 일부 영어와 스페인어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

나 되는 탁시코코 호수(Lake Taxicoco) 위의 섬으로 있었는데, 그후 비가 줄고 섬 주변의 물

다. 세대를 내려 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비드 킴 집에서 조부인 김익주와 그 후손

이 빠져서 이제는 호수의 흔적만 남아 있다.

가족들의 사진, 문서들을 디지털카메라에 담고 우리는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지회 건물을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처음

▲ 멕시코 연방정부 청사

찾아보기 위해 집을 나왔다.

이 도시에 들어왔으나 1521년 8월

대한인국민회 건물은 목테수마(Moctezuma) 58번가에 있는 높은 천장의 단층 건물인데 낡

79일 동안의 포위 끝에 옛 아즈텍

기는 했어도 단단하게 지어진 벽돌건물이었다. 1942년 2월 말에 이 건물을 구입하여 8월 29

도시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겨우 정

일 여기서 내외국인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치기념 8·29현기식을 거행하며 독립에의 의

복하였다.

지를 새롭게 다졌던 곳이다.

멕시코시티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게르바시

195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라고 한

오 김 문(Gervacio Kim Mun)의 집

다. 그전까지 3백만에 불과했던 이

이 있는 곳은 국민회관과는 거의 반

도시는 1985년 9월 19일 불과 3분

대편에 있는 듯 했다. 뜨거운 멕시코

동안에 일어난 리히터 지진계로 8.1

햇빛 아래 좁은 딱정벌레 택시를 타

의 강진에 의해 5천명에서 2만명 정

고 한 참을 달리는데, 졸음이 쏟아져

도가 사망하고, 약 40억달러(4조 4천억원)의 손실을 입은 참사가 있은 적도 있었다.

내렸다. 멕시코 국립대학 공과대학

1910년대 한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시티에까지 옮겨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1911년

을 나와 석유채굴 플랜트 전문가인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가 성립되었다. 1915년까지 이 도시의 한인으로 지방회에 등

게르바시오씨의 집은 고급 주택가여

록된 사람은 10명 안팎이었으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 경축식을 거행했

서 동네 입구에서 경비가 출입자의

고, 독립의연금을 모금하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틀 반나절을 머물 수 있었다. 우리는 세르

신분을 확인했다. 그의 집은 제라늄

비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꽃이 만발한 테라스가 있는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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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시티 국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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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스페인풍의 2층 주택이었다. 그의 조부 김진수씨는 부산 괴정동에 살다 1905년 부인과 함

날 외무부 문서보관소가 된 것이다.

께 멕시코 이민을 떠나왔다. 그의 아버지 김용주(1907~1973)는 비교적 사업으로 성공하여 시

우리는 문서보관소에서 1905년 대한제국정부가 멕시코 한인 동포들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장통에 건물을 소유하고, 대한인국민회 메리다 지회장으로도 활약했다. 거기서 여러 점의 초

파악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 주는 대한제국 공문서 등 주요한 자료를 찾았다. 이로써 대한제

기 이민 관련 사진과 기사, 문서들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담았다.

국 정부가 멕시코 동포에 대해 결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저녁에 아벨 김 부부가 자료를 가지고 호텔로 찾아왔다. 가족 자료들의 대부분을 그가 가지

이 문서 27점은 다음날 찾을 수 있도록 스캔하여 CD에 담아놓도록 요청해 놓고 돌아왔다.

고 있었다. 아버지 김동철을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때문이었다. 그가 조부나 부친으로부터

시내 한국식당에서 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든 후에 대한인국민회관의 활용문제를 협의하기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너무나 가난했던 한인들이 막대기나 칼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숭

위해 멕시코시티 한인회 이광석 회장을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우리의 멕시코 방문의 목적 중

무학교 이야기도 있었다. 우리는 그의 증언과 자료를 확인하고 근처의 전문 복사점에 함께 가

의 하나는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현지 교민 지도자들과 협의하는 것도 주요

서 복사하였다. 여기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디지털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는 수밖에 없었다.

이광석 회장은 한국에서 보여주는
멕시코 한인과 대한인국민회관에 대

7월 18일 월요일 (제10일)

한 관심에 감사했으나, 한인 이주

멕시코시티

100주년과 한국 노무현 대통령 방문

월요일 아침 일과 시간에 맞추어 멕시코 외무부 문서보관소로 갔다. 멕시코 외무부 문서보

에 맞추어 대한인국민회 건물보다

관소는 외무부 본청과 함께 아즈텍 최후의 저항지 위에 서있었다.

현재 시티 중심가에 있는 한인회관

151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6백 명의 병사와 17마리의 말, 대포 10문을 이끌고 목

내에 교민들을 위한 회관과 한글학

테수마의 아즈텍 왕국에 처들어왔을 때 아즈텍 왕국은 멕시코만과 태평양에 걸치는 판도와

교 등을 개설하기를 더 원하고 있었

600만의 인구, 약 20만 명이 거주하는 길이 100km의 인공섬 위의 수도, 용맹한 군대를 가진

다. 그것은 역사성보다 교통 등 활용

번영하는 왕국이었다. 그러나 목테수마는 코르테스가 그들의 신, 멸망을 예언하는 부활한 케

을 위한 여건이 현 한인회관이 더 좋

찰코아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보화를 선사하며 그의 왕국에서 떠나기를 간청했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목테수마를

국가보훈처가 구상하고 있는 독립운

인질로 잡아 1521년 아즈텍 왕국을

동 유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 멕시코시티 이광석 한인회장과 함께

유린했다. 그러나 스페인이 도시국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 총

가로 구성된 아즈텍 제국을 완전히

무와 서기로 활동했던 황보영주의 외손자 로돌포 김(Rodolfo Kim)으로부터 연락 오기를 기

정복하는 데는 거의 2백 년이 걸려

다렸다. 그에게는 출발 전에 연락을 위해 놓고, 현지에 와서도 수시로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1693년에야 끝났다.

만나지 못하였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의 신전
을 헐어 그 돌로 카톨릭 성당을 세우

▲ 파괴된 아즈텍 신전의 돌로 세워진 소칼로의 카톨릭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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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화요일 (제11일)

고, 수십만 권의 책을 체계적으로 불

외무부 문서보관소에 복사 신청한 문서를 찾아 공항으로 가서 코앗사코알코스로 가려면 아

태웠으며, 성당 안 수도원에 아즈텍

침 일찍 서둘러야 했다. 우리는 비행기 시간과 외무성 문서보관소에서의 소요 시간을 잘 계산

소년들을 데려다 스페인식 교육을

한 다음 문서보관소로 개관 전에 아즈텍 피라미드 유적지 한 곳을 들렀다 가기로 하였다. 멕

시켰다. 그 성당안의 수도원이 오늘

시코에 온 이후 바쁜 일정 때문에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들릴 시간을 도저히 내지 못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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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어도 멕시코시티에서는 미대륙 고대문화의 한 부분만이라도 꼭 확인하고 싶었다.
전날 오던 비가 그치고 아침 태양이 세수한 것처럼 해맑게 빛났다.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

야 했다. 태양의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 고대 이곳 백성들의 위대한 선조의 한 사람이자, 선지
자이며 문명건설자요 왕이었던 니파이(Nephi)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다.

로 약 40km 거리를 한 시간 가량 달려 멕시코주 테오티우아칸 시(Teotihuacanmunicipality)

외무부 문서보관소에서는 문서 일부가 잘리는 등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작업을 해 놓지 않았

의 산 후안(San Juan)에 있는 테오티우아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차창에 보이는 거대한 피라

다. 다시 작업하는 것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재작업한 것을 메일로 보내 주도록 부탁해야 했

미드의 모습에서 아득한 고대문명의 신비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느꼈다. 그것은 아시아

다. 초기한인의 이민관계 문서를 복사하는 데는 법률적인 문제(사생활 보호권)가 걸려 있어

와 유럽의 역사와 별개로, 또한 우리의 고조선부터 고려~조선 으로 이어진 역사와 별개로 그

외무부 청사로 가서 고문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

곳에서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하니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이 부분 복사는 포기해야 했다.

테오티우아칸은‘신들의 도시’
라는 의미인데, 기원전 300년 경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AD

우리는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로 가기 위해 서둘러 공항으로 가야 했다. 12시에 공

150~450년까지 그 문명이 존속하였다. 이곳은 그 문명의 중심이었고, 15만에서 20만 명이

항에 도착했는데, 입국수속이 문제되었다. 공항경찰서, 출입국 관리국까지 갔다가 메리다에

거주하여 콜롬버스의 미대륙 발견 전 미대륙 최대, 세계 6대 도시의 하나였다. 이 문명이

서 해결하는 조건으로 1시 10분에 공항직원의 안내를 받아 겨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우리

AD7~8세기 경에 의문에 싸인 채 몰락하고 이곳에 거대한 유적지를 남긴 채 그 뒤를 이은 아

가 탄 에어 멕시카나 항공기는 멕시코시티 공항을 오후 1시 35분에 떠나 약 1시간 뒤 미나티

즈텍 등의 순례지가 되게 하였다. 이 유적지는 불에 타고,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19세기에 부

틸란 공항에 내렸다. 목적지 코앗사코알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야

분적인 발굴이 진행되다가 한인들이 이민오던 1905년 고고학자 레오폴도 바트레스

한다. 멕시코는 철도교통은 주로 화물 수송에 이용되고, 여객은 주로 항공편이나 시외버스를

(Leopoldo Batres)에 의해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1910년 멕시코 독립 100주

이용하는데, 시외버스는 최고급 리무진 버스로 운행한다. 도로 사정은 고속도로가 발달되지

년에 맞추어 태양의 피라미드가 복원되었다.

않아 2차선 지방도로를 달리니 시속 60~70km로밖에 달릴 수 없다.

테오티우아칸 유적지는 남북으로 뻗은 길이 약 2km, 너비 45m의 주 도로“미카오틀리

연도의 바나나 농장에서는 길가에 농막을 지어놓고 제대로 익은 바나나를 주렁주렁 달아놓

(Miccaohtli) 즉 사자(死者)의 거리”
가 있고, 중앙에 미대륙에서 초출라 피라미드 다음 두 번

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내려 택시로 우리 숙소인 테라자호텔에 도착

째로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와, 북쪽으로 달의 피라미드, 남쪽에 케잘코아틀, 즉 날개 달린

했을 때는 오후 3시 30분이었고, 북위 18도의 강렬한 태양열이 바닷가의 습기와 뒤섞여 온 몸

흰 뱀의 신전(the Temple of Quetzalcoatl) 등이 있다.

에 칭칭 휘감겼다. 우리가 든 호텔은 말이 호텔이지 장급 여관보다도 좀 못할 정도였다. 다만

태양의 피라미드(Piramid del Sol)는 높이 65m, 기저부 216 228m 의 거대한 규모이다. 사
람 머리만한 돌을 석회로 248계단의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으나 약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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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너무 더워 일행은 지쳐 늘어졌다. 나는 그들을 숙소에 남겨두고 수영복을 입고 해변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한다. 태양이

으로 가 두 시간 동안 멕시코만 파도와 맞서며 더위를 식혔다. 백사장은 완만하여 약 100미터

남중할 때 바로 피라미드 위에 위치

이상 들어가도 그다지 깊어지지 않았으나, 높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하고 해질 때에는 정면으로 진다. 북

이곳에 올멕(Olmec)이라 하는 사람들이 최초로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후 중남미 문

쪽 달의 피라미드(Piramid de la

화의 원조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BC 1200~BC 400년 사이에 베라크루스, 타바스코를 중

Luna)는 AD300년에 완성되었으며

심으로 엘살바도르까지 확대되었다.

높이 46m로 태양의 피라미드 보다

코앗사코알코스는 말 뒷다리 비절처럼 만곡하는 멕시코 동해안의 캄페체만 중간점에 있는

는 낮지만 더 높은 곳에 건조되었기

도시로 코앗사코알코스강 하구에 발달한 도시이다. 멕시코만의 항구들은 해안이 밋밋하고,

때문에 두 개가 같은 높이라고 한다.

내륙 수운이 중요한 이유에서인지 항구가 탐피코와 마찬가지로 하구 안에 발달되어 있다. 약

드만 올라가 보고 다시 길을 재촉해

26

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한적한 백사장이었다.

에서 60도 각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 태양의 피라미
▲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마드

해변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러나 코앗사코알코스 해변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해변

2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정유, 목재, 유황산업의 중심지이다.
한인들은 100년전 태평양 연안 살리나크루스 항에 도착한 후 유카탄으로 가기 위해 다시 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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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타고 코앗사코알코스까지 왔으며, 여기서 다시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달

니는 여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

고(Hidalgo)라는 화물선을 타고 유카탄 반도의 프로그래소 항구로 갔다. 또한 이 도시는 계약

드랭사인에 붙여 부른 애국가를 불

노동이 끝난 한인들이 유카탄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그 일부가 살길을 찾아 이곳으로 와

렀다. 앞에“동해물과 백두산이....”

서 시 외곽 바닷가에 움막을 짓고 정착하여 한인촌을 이루었다. 여기는 강과 바다가 합류하는

의 부분은 가사를 잊어버리고“대한

곳이어서 고기잡이가 잘 되었다 한다. 1915년 이곳 한인촌에 대한인국민회 경찰소가 설치되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만

고 1918년에는 현지 당국과 교섭하여 한인촌에 대해 자치경찰권을 얻었다.

가지고 정확한 곡조를 불렀다.

저녁을 시내 중국집에서 해결하고,

“아버지가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

아직 해가 있어 한인 거주지를 찾아

들이라고 했어요. 3월 1일 많이 모여

나섰다. 마데로 거리 너머 바다를 내

서 만세 부르곤 했어요.”
라고 어릴

려다보는 언덕위에는 지금도 한인들

적 기억을 이야기했다.

▲ 코앗사코알코스 한인촌에 살고 있는 아말리아 리쿼노 자매

이 살고 있었다. 오후 5시경 우리는
판 라몬(Pan Lamon)씨의 집을 방문

▲ 후안 라몬의 부부와 손자

7월 20일 수요일 (제12일)

하였다. 라몬은 대한제국 외부에서

코앗사코알코스에서의 둘째 날은 라몬씨가 우리를 안내했다. 날씨는 아침부터 찌는 듯이 무

1905년 3월 15일자로 발급한 여권인

더웠다. 코앗사 해변에서 라몬씨의 설명에 의하면 한인들은 해변가 오두막에 그물 등의 어구

집조(執粗)를 보여 주었는데, 그의 선

를 보관하여 두고, 경험 많은 사람이 바다로 나가 바다를 관찰하다가 물고기가 회유하여 오면

조는 26세의 김발명(金拔明)으로 부

불로 신호를 하여 모두들 어선을 몰고 나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고, 이런 고기잡이 기술

산 동래에서 부인 김씨, 딸 엘리자베

을 현지 주민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한다. 1945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해변의 옛 모습은 없어

스 김을 데리고 멕시코로 와서 메리

졌고 하구에는 긴 방파제가 양쪽으로 건설되어 있다.

다에서 따바스코 프론테라와 베라크루즈의 아과둘세를 거쳐 1915년경 코앗사코알코스에 정

이민 온 한인들이 배를 타고 프로그래소 항구로 향해 떠났던 부두를 찾았다. 강 건너편에서

착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어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고기잡이를

온 페리선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과 차를 싣고 와서 부려놓고 있었다. 강 건너 쪽에는 정

시작하였다.

유공장에서 흰 연기를 뿜고 있었다. 우리는 한인들이 열차로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렀던 코앗

라몬의 집에서 한인촌 거리에서 설명을 듣는 동안 근처 집 문이 열리며 한국인의 모습을 한

사코알코스 역 부지를 갔다. 역은 이미 폐쇄되었고 주변은 공원이 되어 있었다. 철로는 걷혀

부인을 만났다. 그들도 한인 후손이었다. 그의 집에는 세 자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

도로가 되었다. 39도 40도를 넘나드는 혹서 속에서 묘들 위를 넘나들면서 펜테온 무니시팔

는데, 딸들은 물론 어머니도 한국말을 거의 잊었다. 아버지는 어부들 조합의 간부였다 한다.

시립공동묘지를 찾았다. 초기 한인들인 사라 구 공, 후안 김 리, 사무엘 노 김, 마리아 김 김,

딸들은 배우지 못했어도 윗대로부터 들어왔던‘김치’
,‘된장’같은 말은 알고 있었다. 우리를

시몬 공 김(공인덕) 등의 묘비를 찾았다. 묘석들 사이에서 팔뚝만한 초록색 이구아나들이 재

자기 집안으로 안내하여 초기 선조들에 대한 사진들을 꺼내 와서 설명해 주었다. 70대의 딸은

빨리 나무 위로 몸을 피했다.

“아버지는 과묵하고 엄격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멕시코인들과는 어울리지 못하

코앗사코알코스 강을 끼고 아구아둘체로 가는 길 건너편에는 정유공장들이 이어졌고, 아구

게 하였다”
고 회상하였다. 아버지 사망 후 한국사람들이 없어 멕시코인과 사귀고 결혼하게 되

아둘체에 도착하여 시몬 공가족 및 강가 가족의 활동지를 조사했다. 그들이 상업 활동을 했던

었다. 그래서 세 딸들의 부친은 멕시코인이었다. 거기서 나와 김발명의 2남 7녀 중 4째딸(라

중심시장 거리는 2차선의 좁은 길에 차가 밀리고, 시장은 갖가지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몬의 고모, 1925년생) 엘리사베스 킴 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 할머니는 한국말을 좀 이해했다.

붐볐다.

손자 14명, 증손자 10명, 고손자 2명을 둔 80세의 할머니는“어른들은 한국에 돌아가지 못한

현재는 후안 디아즈 코바루비아스(Juan Diaz Covarrubias)이며 옛날에는 산 후안 수가

고 회상했다. 할머니에게 한국노래 기억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할머
다고 많이 울었다.”

(San Juan Zuga)였던 사탕공장을 방문했다. 1904년 설립된 이 사탕공장에는 녹슨 크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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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은 오후 2시까지만 업무를 한다고 한다. 오는 길에 사탕수수밭

3시 45분 빌야에르모사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으로 직행, 오후 5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다. 비

이 연도에 많이 보였다. 사탕수수는 묘판에 묘를 키워 한 뼘 정도 자라면 모내기 하듯이 사람

행기는 오후 5시 15분 이륙하여 끝없는 평원 위를 날아 메리다 공항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손으로 밭에 심는다. 키가 사람보다 크게 자라면 베어서 공장으로 보내 절단한 후 으깨어 달
콤한 즙을 추출한다.

유카탄(Yucatan)은 멕시코의 31개 주 중 하나이자, 캄파체(Campache), 꾸인타나 루
(Quintana Roo)의 두 주가 같이 위치해 있는 반도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어느덧 해가 저물었고, 저녁식사를 한 뒤에는 호텔에 PC방이 없어 밤의 열기가 훅훅 감싸는
거리를 걸어나가 한국과 메일로 연락을 취했다.

유카탄 주는 면적 38,402 로 한반도의 1/3이상 되는 크기이나 산이 없는 평지로 된 땅이며,
지질이 석회암이어서 비가 오면 모든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강이 지하에 있다고 한다. 지하에
는 또한 석회석이 빗물에 포함된 탄산가스에 녹아 생긴 종유석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7월 21일 목요일(제13일)

이런 토양 환경에서 큰 나무들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다. 이곳은 스페인인들이

코앗사코알코스

들어오기 전 남미 26개 언어 중 하나인 마야어를 쓰는 마야족의 문명 중심지로, 그 유적들은
아침 식사도 못한 우리들을 라몬씨

BC.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중앙부와 남부 저지대 마야 도시들은 10세기경까지,

가 생과일 쥬스 가게로 안내했다. 바

어떤 도시들은 16세기 스페인인들이 올 때까지 번영을 계속했다. 1백 여 곳이 넘는 그런 유적

나나 등 각종 과일을 요구대로 갈아

들 중에 유명한 곳이 치첸(Chichen), 잇사(Itza), 우스말(Uxmal)등이다. 우리가 도착한 메리

서 꿀 등을 넣은 과일 쥬스 한 잔씩을

다는 이런 마야문명의 도시위에 스페인인들이 건설한 도시이다.

마시고 요기를 때웠다. 더운 날 그 쥬

스페인인이 이 지역에 들어온 이래 이곳에서는 원주민의 저항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

스는 우리가 멕시코에서 맛본 가장

히 유카탄 동부의 마야 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며 저항했다.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

맛있는 쥬스였고, 그런 쥬스를 다시

에게 땅과 자유로운 경작을 허용했으나 사제들과 수사들은 원주민들을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

는 만나지 못하였다.

시키기 시작했다. 유카탄의 첫 번째 주교였던 디에고 데 란다(Diego de Landa)는 찾을 수 있

우리는 코앗사코알코스 시청에 있
는 문서보관소를 찾았다. 여기서 찾
▲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는 모든 마야 서적들을‘악마의 거짓말일 뿐’이라며 불태웠다. 반란은 1910년대 후반까지 계
속되었다.

은 1954년 외국인 등록 명부에는 중

선인장 종류인 에네껜(henequen)의 섬유로 만든 로프인 시살(sisal)은 유카탄반도의 첫 주

국인 19명, 스페인인 17명, 한국인 6

요 수출품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대체 로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지역은 시살로

명, 일본인 4명 등으로 중국인이 단연 많았다. 몇 건의 한인 외국인 등록 관계 자료등을 복사

번영을 구가했다. 그래서 때론 이 지

하러 간 사이에 옆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내게 와서 코앗사코알코스 역사에 관련된 사진을 자

이라고
역에서 에네껜이“녹색 황금”

신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고 하며 CD에 담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해 왔다.

불리기도 했다. 그 중심도시였던 메

사진들 속에는 초기 한인이 도착하여 묵었던 역사(驛舍)와 유카탄 도착 당시 부두의 모습,

리다는 멕시코시티보다 먼저 전기

1915년 경 한인들이 새롭게 정착했던 해변의 옛 모습, 어시장, 건조장, 옛 거리의 모습 등 소중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전차도 먼저

한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수집하며 우리는 사뭇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운행을 시작했을 정도였다. 당시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메리다만큼 백만

코앗사코알코스-메리다

장자가 많은 곳이 없다고 하였다. 오

붙잡아 캡션 넣기를 마친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와 계산을
CD를 복사하고, 그분을‘끈질기게’

늘날 메리다시의 몬테호 거리는 파리

마친 우리는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12시 30분에 버스터미널로 가서 메리다로 가는 비행기를

의 샹젤리제 거리를 본 딴 멋있는 거

타기 위해 공항이 있는 빌야에르모사(Villahermosa)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오후

리인데 당시 지어진 호화주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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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버려져 있거나 개수되고 있다.

은 낫을 만들어 사용하고 장갑을 개발하였다 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유카탄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주로 바다의 배였다. 유카탄 반도에

우리는 떼상 이외에 산 미구엘 착(San Miguel Choc), 야스체(Yaxche) 농장을 더 둘러보고

서는 미국과 쿠바, 유럽과 카리브 해 연안 섬들과의 무역을 멕시코 내 무역보다 중요시 했는

오는 길에 시내 중심부인 시티센터 로타리에 올해 세워진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탑과 기념비

데, 한인들이 1920년대에 멕시코에서 쿠바로 퍼져나갔던 것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멕

를 보았다. 기념비는 주홍색 석회암으로 5층 기단위에 탑을 세웠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시코 내부와는 1950년대에 철도가, 60년대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었다.

있었다.

우리는 암바사돌 메리다 호텔(Hotel Ambassador Merida)에 여장을 풀었다.

한편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곳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사업이었던 한·
멕 우정병원도 방문하였다. 이 병원은 한·멕시코의 영속적인 우호관계를 상기시키고 발전시

7월 22일 금요일(제14일)

키는 데 중요한 기관으로 2005년 7월 5일 메리다 시의 가장 가난한 구역에 세워졌다. 한국정

메리다

부가 건축비과 기자재 비용 등으로 100만$를 지원하고, 여기에 주정부에서 100만$, 메리다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메리

에서 50만$을 보태 한국에서 병원을 지어 유카탄 주정부에 기증하였다. 치료비는 30페소

다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봉사활동을

(3,000원)만 받는다. 병원 안내를 하는 키가 훤칠한 미인 아가씨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

하고 있는 메리다 한인회 울리세스

를 하는데, 자신이 세희(Xeidy Georgina Olsen Aguilar)라고 소개했다. 스웨덴계 피가 섞인

박(Ulises Park) 회장이 우리를 안내

아가씨는 메리다 국민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다녀 한국말을 곧잘 했다.

하기 위해 직접 차를 끌고 나와 주셨

오후 3시에야 우리는 점심을 위해 식당에 앉았다. 메리다에서 타코로 유명하다는 집으로 울

다. 그분의 안내에 따라 메리다 근처

리세스 박 회장이 안내했다. 제대로 된 타코는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다. 이후 박 회장

의 한국인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

은 회사일과 50년 동안 거르지 않았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하는 가족 저녁식사 때문에 먼저 일

다. 데 카마르가 주인이었던 떼상

어섰고, 우리는 그 분이 소개해 준 메리다 인류학 박물관장을 월요일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Teaxan)농장에서 35년간 관리인으
로 일해 오고 있는 남자는 어른들로
▲ 야스체 농장

7월 23일 토요일(제15일)

부터 한국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오전 9시 20분 울리세스 박 회장의 안내로 메리다 국민회관을 방문했다. 3,000$을 주고 매

면서 이 농장에는 한국인이 50명가

입한 이 건물은 로비와 전시관 겸 집회소,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뒷뜰이 조금 있는 직사각형

량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에네껜은 아주 억센 가시를 가진 선인장의 일종인데, 이를 잘라 공

의 길쭉한 모습이며 현재 한글학교

장으로 보내면 공장에서는 딱딱한 껍질을 벗기고 섬유질만을 분리한다. 이 섬유질은 건조 과

가 열리기도 한다. 멕시코 이민 100

정을 거쳐 밧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주년 기념 전시를 마친지 얼마되지

에네껜 농장주들은 메리다의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에네껜 농장을 별장과 같이 이용하였

않아 전시물들이 진열장에 전시되어

다. 아시엔다(Hacienda)라고 하는 대농장은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잔디가 있는 정원이 있고,

있어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시내 전문

정면 쪽에 농장주의 별장과 그 뒤쪽으로 가족들의 풀장 등이 있으며, 좌우로는 에네껜에서 쏘

복사점에서 복사하였다. 20여 점을

스길이라는 섬유질을 분리해 내는 공장이 있다. 공장 앞 뒤쪽에는 쏘스길을 건조시키는 넓은

복사하는 데 일이 더디어 시간이 많

건조장이 있어 이 곳에서 건조시킨 다음 사각의 뭉치로 팔려나가거나 자체 공장에서 밧줄을

이 걸렸고, 밖에는 소나기가 두어 차

만들기도 하였다. 건조장 뒤에는 넓은 농장이 있는데 농장의 크기는 1km에서 수 km까지 다

례 내렸다. 오후 3시에 복사가 끝나

양하고, 그 안에는 노동자들의 숙소, 학교, 교회, 구내매점 등이 있다. 현재 농장들은 거의 폐

자료들을 원위치시켰다.

허가 된 곳이 많지만 현재 생산 운영 중인 곳도 일부 남아있었다. 이 곳에서 한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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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인류학박물관에서 연 사진전, 무용공연 등이 있었는데, 무용공연에는 3~4천여 관객이

(Campeche)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시외 리무진 버스를 탔다. 11시 40분에 메리다에서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정부 지원금과 삼성, LG, 대우 등에서 협찬을 하여 순조롭고 성

177km 떨어진 캄페체에 도착하여 어빙 리군의 안내를 받았다. 그는 캄페체 공과대학 화학공

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울리세스 박 회장은 설명하였다.

학과를 졸업한 27살의 청년이며, 젊지만 한인들의 역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어

3시 30분에 호텔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먹었다. 토요일이어서 대부분 기관들이 문을 닫았기

머니 그라후나 로사리요(Grajuna Rosarillo) 여사는 우리를 위해 손수 점심을 차려 대접해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림질 등 준비를 한 다음 저녁 7시부터 하는 시내관광 버스를 탔

주었다. 이런 경우는 이번 여행 중 처음이었다. 그분의 따뜻한 환대에 두고두고 감사를 느꼈

다. 바둑판 같은 메리다 시를 2시간 동안 이잡듯이 다니는 듯 했다. 과연 메리다는 고급스런

다.

맨션, 성당과 광장, 공원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날 오후는 정말 바쁘게 다녔다. 한인들이 가게를 하며 정착하기 시작했던 페드로 사인즈
드 바란다 시장을 조사한 후, 캄페체 산 로만(San roman) 시립공동묘지에서 마리아 정, 사무

7월 24일 일요일(제16일)

엘 리 정, 페드로 리 등의 묘지를 확인하였고, 몇 한인 가정을 방문한 후 오후 5시 다시 66km

메리다, 캄페체, 참포톤

떨어진 챔프톤으로 차를 달려 안토

메리다에서 10년간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조남환 목사는 3년 전인 2002년 독립기념관을 방

니오 리 킹 후손 등 한인 가족을 찾아

문하여 멕시코 한인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그들의 역사와 실상을 전해 줌으로써 멕시

초기이민 역사에 대해 조사하고, 증

코 쿠바지역 조사사업의 계기를 만들게 한 분이다. 그분이 워낙 바쁜 까닭에 여러 번 전화를

언을 들었다.

넣었으나 직접 연결이 잘 안되었는데 드디어 아침 7시 30분에 조찬을 겸하여 호텔에서 만나

저녁 7시 10분 차를 달려 캄페체에

기로 했다. 조남환 목사님은 그 동안 모았던 자료들로써 책과 사진집을 10월에 출간한다고 한

와서 초기 정착자인 사무엘 이 장 등

다. 조목사님은 이제 멕시코 한인사는 노예이민사에서 개척이민사로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한

을 조사하고, 마르틴 리 집을 방문하

다고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였다. 그의 조부는 메리다에서 1910

멕시코 한인들은 조국이 그들을“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다.“한국이 어려웠을 때

년대 마야족의 독립을 위해 멕시코

인 5~60년대에는 이 사람들도 이해했습니다. 한국 형편이 나아졌을 때 1세들은 사망했고, 2

중앙 및 주정부에 대항하여 벌인

세들은 조국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3

Cast 전쟁 때문에 자료들을 갖고 나

세들은 그보다 1/10로 기대치가 낮습니다. 지금 주도권

오지 못했다 한다. 조부는 30세 쯤

은 3세들에게 있는데 60년대 한국에서 손을 썼으면 달

도망오면서 흑인 계통의 14살된 할

라졌을 것입니다.”
고 했다. 유카탄 지역 멕시코 한인들

머니를 만나 결혼하였다. 할머니는

의 수는 90년대 300명에서 그 후 1,500명, 1997년에

한국어를 읽고 쓸 줄을 몰랐고, 아버

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2만 명이 되었다 한다. 이에 따

지가 8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관

라 현재는 초기 이민자 중심의 한인회는 쇠퇴하고, 신

련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 손수 점심을 차려준 어빙의 어머니 그라후나
로사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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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인 주도하는 교민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한다.

마지막으로 들린 집은 마누엘 이의

하지만 조남환 목사님이 수집한 자료는 책 발간을 앞

한국형 집이었다. 마누엘 이는 페드

에 두고 있어 수집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것만

르 사인즈 드 바란다 시장에서 만물

수집되었더라면, 멕시코 한인들의 자료를 우리 보고서

상을 하는데, 15년간 틈틈이 지은 자

에 종합하여 자료집으로 낼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신의 집을 보여 주었다. 2층으로 지

오전 9시 15분 우리는 버스 터미널에서 캄페체

34

▲ 마누엘 이 장의 동양식 집

어진 이 집은 기와가 얹어있고, 태극

▲ 캄페체의 마누엘 이 장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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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으로 장식했으며, 태극기를 달았다. 조명까지 하여 밤에도 집이 돋보이도록 고안했다. 그

봉철씨는 마야인들과 한국민족이 혈

는“다들‘치노스(chinos-중국인)’
라고 놀리기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식집을

연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지었다.”
고 하였다. 그는 한인 후손으로서 멕시코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가

키려는 노력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었다.

지고 있다 한다.

저녁 9시 10분 버스 터미널을 향해 출발하였다. 메리다 행 버스는 연착하여 밤 10시에야 출
발하였고, 메리다에는 0시 30분에 도착하였다. 이날 종일 캄페체(Campeche)와 참프톤

1.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다.

(Champton)을 오가며 밤 늦게까지 기꺼이 수고하여 준 어빙 군의 수고는 두고두고 잊지 못

2. 언어가 교착어이다. 전세계에서

할 것이다.

교착어는 한국어, 터키어, 일본
어, 몽고어가 있다. 여기에 마야

7월 25일 월요일 (제17일)

어도 교착어인 것이다.

메리다

3. 인식구조, 색깔, 형태언어가 유

아침 9시 인류학박물관(Palacio Canton)으로 블란카 곤잘레스(Blanca Gonzalez) 관장을

▲ 인류학박물관 블랑카 곤잘레스 관장 모녀와 함께

사하다. 마야어에도 좁은 부분

찾아뵈었다. 한인이주 100주년 사진전을 인류학 박물관에서 주관하여 한인 이주 관련 사진자

을“목”
이라고 하며, 발목, 손목, 길목과 같이 표현한다. 우리 말에 푸른 청색과 초록색을

료들이 모여 있었고, 109장의 사진이 들어있는 CD를 받을 수 있었다. 이주 1100주년 행사를

다같이“푸르다”
고 하는데 마야어에서도 그렇다.

계기로 메리다 지역 한인 이주 관련 자료는 인류학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모을 것 같다.
이 곳의 전시물중 마야 인들의 유골이 흥미로웠다. 마야 인들이 코를 세우기 위해 A자 모양

4. 앉을 때 양반자세로 앉는다.
5. 삼국, 고구려 벽화와 비슷한 채색벽화가 있다.

의 판대기 아래판에 아이 머리를 눕혀 놓고 윗 판을 이마에 대어 그 위에 큰 돌로 누르는 장면

6. 머리색이 검정색이다.

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된 두개골들은 모두 이마가 눌려 뒤로 뉘여져 있었다. 이렇게 하여

7. 존대법이 발달되어 있다.

만든 머리를 옆으로 보면 이마와 코가 사선으로 직선상으로 이어지면서 코가 우뚝하게 보이

8. 발음이 우리처럼 받침까지 한 자씩 떨어진다.(
“캄페체”
,“오학기나”등)

게 된다. 기록에는 이렇게 이마를 누르다가 아이가 죽은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선조
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중국사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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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0분 유카탄 주 역사문서보관소(Archivo General del Estado)에 갔다. 우리는 본격

(弁韓) 조에“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적인 한인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문서보관소를 뒤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기

돌로 머리를 눌러 좁게 만들려 하였

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소득 또 하나를 거두게 되었다. 1906년 11월의 한인들이 소속된 농장

다. 그래서 지금 진한인의 머리는 모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를 발굴한 것이다. 여기에는 722명의 남자 노동자, 969명의 여성과, 아

두 좁다.”
라는 기사와 마야 인의 관

동을 포함하여 1,018명의 노동자가 소속된 농장의 이름, 농장주와 소속 한인 노동자 및 그 가

습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건 우연

족 수, 기간 중 도망자 22명, 사망자 27명과 그 명단이 이었다. 이것은 멕시코 한인사를 다시

의 유사성인가, 아니면 태평양을 사

써야 할 자료였다. 오후 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서둘러 찾은 자료 154매 복사를 의뢰하여 폐

이에 두고 어떤 관계가 고대에 있었

관시간에 문을 나섰다. 시간이 너무 없었다.

멕시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권

36

데, 그들은 키가 작고, 특히 목이 짧거나 거의 없는 것이 특이했다.

국지』
권30, 동이전(東夷傳)의 변한

던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했다.
▲ 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에네껜 농장을 조사하기 위해 아시엔다(대농장)을 찾아다니는 중에 마야 인들을 보게 되는

나머지 시간은 메리다 시립도서관에 가서 에네껜 농장(아시엔다)에 관한 도록, 지도, 기타 자
료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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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문제되었다. 하는 수 없이 쿠바 항공권을 하루 연기했다. 이미 호텔은 지불을 마치고 나왔

7월 26일 화요일 (제18일)

기 때문에 다른 호텔을 잡고, 다음날 입국수속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메리다

유명한 관광지인 메리다의 밤 거리는 또다른 정취가 있었다. 마야인들이 민속 공예품 난전,

우리는 1906년 한인을 고용한 농장의 명

노상카페와 악단이 연주하는 빠른 탱고풍의 라틴 음악, 관광객들이 즉석에서 음악에 맞추어

단과 지도를 놓고 이중에서 조사되지 않은

서로 맞잡고 추는 거리의 춤마당,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운집한 관광객들로 밤이 무르

농장들을 찾아 표시하고, 그중에서 방문 가

익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또한 흥미있었다.

능한 몇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중
하나는 초룰(Cholul)농장이었다. 가까스로

7월 27 수요일 (제19일)

지나가던 농부의 도움으로 찾은 이 농장은

메리다시 이민국에 가서 출국을 위한 수속을 하였다. 간단한 질문과 대답, 이를 토대로 입국

100년전 최초의 농장의 하나였다. 그러나

개요를 작성하는 것으로 출국서류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미국시민권자의 차를 타고 티후아나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깔깝첸으로 가

에서 아무런 입국 절차도 없이 자동차로 통과한 때문이었다. 비자를 받기 위해 쿠바 대사관에

는 도중에 칸파체 농장의 에네껜 밭을 보았

갔으나 마침 이날이 쿠바 독립기념일이어서 휴무였다. 쿠바 비자는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으며, 띠스꼬꼽(Tixkokob) 초촐라 농장은 지도만 가지고는 몇 바퀴를 돌며 헤매도 찾을 수 없

하므로 우리는 비행기 시간이 되기까지 남는 시간을 메리다 인근의 마야 문명 유명한 유적지

었다.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있기도 했다. 주민들도 잘 알지 못했다. 찌는 듯한 더위, 차안의

한 곳인 우스말(Uxmal)로 갔다.

▲ 페허로 변한 산디에고 농장

에어컨도 한계가 있었다. 이날 더위 때문에 무척 고생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이 지나쳐서
잘 모르면서도 틀린 길을 가르쳐 준다 한다. 그 때문에 두 번 물어서 일치될 때에만 이에 따라

우스말은 마야어로“세번 건설되었다.”
는 뜻으로, 메리다에서 남쪽 캄페체 쪽으로 87km 떨
어진 곳에 있다.

야 한다고 울리세스 박 회장은 주의를 주었다. 농장을 찾을 땐 농장이름과 함께 주인 이름을

우스말 유적지는 본격적인 발굴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략 서

함께 적어서 보여 주어야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이 없는 지형은 길을 찾는 것은

기 700~1100년 사이, 즉 우리 통일신라부터 고려중기에 건설되었고, 25,000인구를 가진 도

자칫 미로 속을 방황하는 것 같았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구별이 안되기 때문이었다.

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야 연대기에 의하면 A.D. 500년경 운 우이질 착 투툴 시우

오후 1시 15분 떼칸토(Tekanto)를 지나 폐허가 되어 있는 산디에고 농장을 보았고, 오후 2시

(Hun Uitzil Chac Tutul Xiu)가 이곳을 발견하여 그의 가문이 여기를 중심으로 서부 유카탄

50분 차를 돌려 최초의 이민선이 유카탄에 도착했던 프로그래소 항구로 달렸다. 오후 3시 25

을 통치했다. 서기 1200년 우스말의 동맹국인 치첸 잇차(Chichen Itza)가 멸망하자 유카탄의

분 항구에 도착하니 7월의 작열하는

지배권은 마야 쪽으로 넘어가고 시우 세력은 수도를 마니(Mani)로 옮기면서 우스말이 쇠퇴한

태양아래 하얀 모래사장이 눈부셨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인들이 유카탄지역

다. 이 항구는 배의 접안을 위해 세계

에 침공했을 때 시우 세력은 스페인과 동

최장인 7km의 접안 시설이 있었다.

맹하여 자기 세력을 보전하였고, 우스말은

100년전 한인들의 자취는 남아 있지

1550년대까지 주민들이 거주했던 기록이

않았다.

있다. 스페인인들은 이 지역에 도시를 건

이제 쿠바 아바나로 가기 위해 오

설하지 않고 이후 우스말은 버려진 도시가

후 4시 30분 메리다 공항에 도착했

되었다.

다. 멕시코 입국신고 문제가 걸렸다.

우스말 유적지는 잘 깨낸 돌을 아주 우수

메리다에 도착할 때 이 문제를 해결

하게 축조한 구조물로서 다른 유적들처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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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다 시내 중앙공원의 관광객

38

석회로 돌을 쌓은 것이 아니다. 또한 유적

▲ 우스말의 마야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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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고대의 의

입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경기 후 진 쪽 주장과 다른 선수들이 제물

식센터로써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로 바쳐지고 승자는 신격화되기도 하였다.

곳이다.

우스말에서 택시를 달려 메리다 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4시 50분 이었다. 비행기는 오후 6시

여기에는 옆으로 긴 건물에 위에

45분에 이륙하여 7시 20분에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유명한 깐쿤에 착륙하여 거기서 10분간

컬럼버스 이전 중앙아메리카에서 볼

기내에 대기하였다가 출입국수속을 하였다. 출국신고서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였

수 있는 양식으로는 가장 긴 파스케

다. 다시 탑승하여 오후 8시 10분 아바나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였다. 꼭 1시간 뒤인 오후

이드(fascade)가 있는 거대한 플랫

9시 10분 아바나 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아바나 공항의 불빛부터가 을씨년스러움을 느끼게

홈을 이고 있는 길고 낮은 건물과

했다. 멕시코와 쿠바는 1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맞추었다. 멕시코 입국문제로 하루

“아디비노(Adivino)”또는“마기치

가 차질을 빚는 바람에 쿠바에서의 일정이 하루 단축되었다.

안의 피라미드”
로 불리는 피리미드

1492년 10월 28일 크리스토퍼 콜

신전이 있다. 이 피라미드는 특이하

롬버스가 서반구인으로서 첫발을 디

게 밑면이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딘 곳이 바로 쿠바의 동쪽 끝 바라코

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대개 기존의 피라미드 위에 새로운 피라미드를 올려 세우는 것이 중미

아의 카지가즈고란 곳이다. 쿠바란

지역의 일반적인 양식인데 이 피라미드는 이전 피라미드의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중앙에다

말은 원주민인 타이노어로 쿠바나칸

새로운 피라미드를 세웠다. 피라미드는 경사가 60도 정도 되는 듯했다. 우리는 올라갈 시간이

(cubanacan) 즉, 중심지라는 뜻이

없어 뒤로 돌아 스페인인들이 사각 수녀원이라고 불렀던 정부기관 건물과 마야인들의 고무공

라 한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

경기장을 보았다. 이 경기장은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901년 찬 착 칵날-아아우(Chan Chak

괴 이후 경제적 타격이 커서 지금은

K’
ak’
nal-Ahau)가 헌납했다고 한다.

세계의 변방, 낙후와 빈곤에 시달리

▲ 우스말의 마야 피라미드

콜롬버스 이전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의식의 일부로써 약 3천 년 이상 행했던 고무공 경

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기는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과 여성들도 이 경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은 해, 달, 또는 별을 상

이곳에는 1511년 스페인에 의해 점

징하고, 경기는 낮의 신과 밤의 신, 또는 하늘의 신과 지하의 신의 대결을 상징한다는 신화가

령되었을 때 농경문화를 가진 타이

있으며, 경기장은 지하세계를 상징하여 낮은 곳 또는 수직 구조물의 제일 아래 부분에 만들었

노(Tino) 족과 수렵채취문화의 치보

다. 돌로 만든 높은 벽 위의 세로로 된 반지모양의 골대는 일출, 일몰 또는 춘추분을 상징한다

네이(Ciboney 또는 Siboney) 족이

고 하며, 공을 엉덩이나 팔꿈치 등으로 골대에 넣어 반대쪽으로 보내면 득점을 한다.

청동기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올맥의 벽화에는 경기자들은 허리와 팔목, 다리에 똑같은 모양의 보호대를 차고, 때로 고위

두 부족은 비슷한 관습과 신앙을 갖

신분을 표시하는 머리장식을 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이 있다. 여성들도 있다. 공에 사용된 고

고 있었는데, 코오바라 부르는 흡연

무는 BC 1600년 경부터 사용되었으며, 중앙아메리카에서는 스페인인들이 오기 전까지도 적

습관은 신성한 의식으로 되어 있었

도지방에서 생산된 고무가 지역 내로 수출되고 있었다 한다. 이 단단한 고무공은 신에게 바치

다. 담배 문화가 여기서 전세계로 퍼

는 공물로 또는 경기용의 기본 생산품이었다. 제물로 바치는 고무공은 신상 앞에서나 피라미

져 나갔다.

드나 사당 안에서 태웠다. 공은 우주 운행의 상징물이었고, 아즈텍과 마야문명에서 고무공은
나무속에서 나오는 유액이 피와 정액과 같다고 하여 다산과 비옥함의 상징하는 것이었다.
공경기는 매우 위험하였다. 경기자들은 단단히 보호대를 착용하였어도, 종종 심각한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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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스페인의 중상주의는 쿠바를 비교적 외부로부터 고립적으로 남아있게 하였으나, 1762

은 수입할당량을 배정했고, 미국내 경기를 위해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였다.

년 영국, 프러시아, 하노버공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후에 스페인가지 참여한 7년전

이런 쿠바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쿠바에 설탕 붐이 일었고, 사탕수수 농장에는 많

쟁(1754 및 1756~1763)의 결과 영국이 1762년 아바나를 차지한 후부터 설탕과 노예무역으로

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멕시코 한인 중 이해영(또는 이청룡)같은 사람은 쿠바의 아

외부에 개방적으로 되었다. 아바나항에서 볼 수 있는 요새는 이때 건설되었다.

바나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쿠바의 노동 수요와 멕시코 한인들의 경제적 곤란을 해

1791년부터 1804년 아이티(Haiti) 혁명으

소할 목적으로 쿠바 이주를 주선하였다. 1921년 3월 11일 멕시코 각지에서 모인 274명의 한

로 프랑스인들이 쿠바로 망명해 오면서 그들

인들이 쿠바 마나티 항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곧 설탕경기가 폭락하면서 한인들은 이리저

의 사탕수수 농장과 커피농장 노예, 농장 전

리 일거리를 찾아 떠돌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문가들을 대동해옴으로써 쿠바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차를 가지고 우리를 마중 나온 분은 초기 쿠바 정착민인 임천택의 아드님인 임은

주요 설탕생산지가 되었다. 1884년 쿠바 독

조(에르니모 임, Ernimo Lim) 옹이었다. 그는 카스트로와 아바나 법과대학의 동기동창이었

립전쟁 중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고 장관을 역임하였다. 숙소로 가는 도중의 아바나 거리에는 거의 가로등이 없었다. 우리는

쿠바에도 19세기 후반 약 20년간 독립투쟁

임옹이 주선한 민박집에서 여장을 풀었다. 반 지하방 2칸과 작은 응접실이 딸린 집이었다. 임

의 기간이 있었고, 마침내 1902년 독립했다.

옹은 쿠바에서는 미화로 물건값을 지불할 때 20%의 추가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등의 설명을

이때부터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

해 주었다.

고, 관타나모만을 미국이 조차하게 되었다.
1933년 게라르도 마카도의 독재를 뒤엎고

7월 28일 목요일(제20일)

풀겐치오 바티스타가 군총사령관이 되고,

아바나, 마딴사스

1940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진보

아침 9시 우리 숙소 근처 은행에서 쿠바 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환전 할 때도 20%의 세금이

적인 헌법을 통과시키고 1944년 미국 플로

붙었다. 10시에 마르타 임(Martha Lim Kim) 여사를 찾아뵈었다. 임여사는 임은조옹의 여동

리다로 은퇴하였다가, 1952년 예정된 선거 3

생이고, 남편이 역사학자인 라울 알 루이스(Laul R. Ruiz)와의 공동저술로『쿠바의 한인들

개월을 앞두고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Coreanos en Cuba)』
이라는 책은 낸 바 있다. 이분은 마딴사스에 살고 있는데 마침 아바나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과 게릴라 조직들이

의 셋째 딸네 집에 와 계셨다. 1997

그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1953년 7월 26일

년도 그 책 집필 때에는 생존자가 많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동생 라우엘

았으나 지금은 사망한 분들이 많다

과 함께 160명의 빈약한 무장만으로 바티스타의 두 번째로 큰 요새본부인 쿠바 동남쪽 산티

며, 쿠바에는 멕시코에 비해 자료가

아고 데 쿠바의 몬카다 막사를 공격함으로써 쿠바혁명을 촉발시켰다. 그후 멕시코로 망명했다

적다고 설명하신다. 그러면서 내놓

가 1956년 11월 스페인군 대령 출신인 알베르토 바요(Alberto Bayo)가 훈련한 82명의 전사들

은 박창운 사진, 안토니오 로페즈 김

과 함께 쿠바로 돌아와 바티스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업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사진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셨다. 우

▲ 쿠바 혁명기념탑

1959년 1월 1일 출범한 카스트로의 정권은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사

리는 이 사진과 문서들을 다음날 아

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였다. 미국은 쿠바에 대한 선박출입통제, 미국인의 쿠바여행 금지 등 다

침 복사점에 가서 복사하기로 하고

양한 수단으로 쿠바를 압박하였다.

마딴사스로 향했다.

이 시기까지 75%의 쿠바 주요 농장을 주로 미국계인 외국인 개인이나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

마딴사스는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으며, 주 산물은 미국 시장을 위한 설탕이었다. 설탕은 주로 미국에 수출되었는데 쿠바에 많

100km 떨어진, 인구 25만 명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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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딴사스 시내 전경

구도시로 마딴사스주의 수도이다.

아 건물 한 채를 구입하여 민성국어학교를 세워 동포 자제들에게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기

깊숙이 들어온 만을 감싸고 있는 완

시작하였다.

만한 언덕에 발달한 이 도시는 아프

엘 볼로(El Bolo) 농장은 마딴사

리카계 쿠바인들이 다양하고 깊은

스만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아프리카의 전통을 가족이나 그룹으

있었다. 길가에 한글로“기념비”

로 세대를 이어옴으로써 풍부한 민

라고 되어 있고 스페인어로

속으로 유명하며, 인근의 이카코스

“Memorial Coreano”즉 한국인

(Hicacos) 반 도 의 바 라 데 로

기념비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다.

(Varadero)는 세계적인 휴양지이다.

그 표지판을 따라 오른쪽 샛길로

마딴사스로 가는 북쪽해안선을 따

들어서니 엘 볼로 농장 입구에 멕

라 난 도로는 잘 닦여 있었는데, 대

시코이민 100주년을 맞아 금년에

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연도에는

세운 기념비가 있었다. 기념비는

차를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줄줄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우리는 우선 마딴사스 문서보관소를 찾았다. 거리는“녹슬었다”
고 표현하면 맞을까? 좁은

네 개의 둥근 기둥으로 된 1층 위
▲ 마딴사스 한인촌 앞에서 임은조 선생과 함께

에 다시 두개의 기둥으로 만든 2

시내 가로에 20세기 초·중반 설탕산업으로 활기가 있을 때 지어졌던 규모있는 건물들이 모

층에 기와지붕을 얹어 이층 누각처럼 만들었고, 아래층에 한인들의 이주와 농장노동, 한민학

두 낡은 채로 서 있는 데 거리 곳곳에 빈둥빈둥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없어 보였다. 문서보관

교의 애국교육 사실을 오석에 새겨 세워 놓았다. 임은조 옹은 아직도 남아 있는 허름한 집들

소는 수리 중이었다. 천장이 높고 가운데 뜰이 있는 규모가 크지 않은 문서보관소에는 무더위

을 가리키며, 학교와 부친과 함께 살았던 자신의 집이라고 하며, 교회와 후아나 김의 집이 나

속에서도 문서를 정리하는 사람들과 관리자들이 멀리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호기심 반 경계

란히 옆으로 붙어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 당시에 이용하던 우물이 있다며 덤

심 반(?)을 가지고 대했다.

불에 뒤덮인 우물을 가리켜 주었다.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이 언덕위에서 3·1절에는 기념행

자료는 수리중이라 제한적으로 밖에 자료조사가 안된다고 한다. 우리는 1920년대부터 40년
대까지 대한인국민회 문서철을 찾았다. 그러나 문서보관소에서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곳

사를 했으며, 집에서는 등불을 켜고 살았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는 다시 아바나로 돌아와 늦은 저녁을 들었다.

직원이 동행하는 가운데 시내 복사점에 가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다. 홍선표 책
로서 그곳 직
임연구원이 임옹과 안내자 권봉철씨와 함께 복사하러 가 있는 동안 나는‘인질’

7월 29일 금요일(제21일)

원과 함께 남아 있었다. 더웠다. 기다리는 동안 쉴새없이 모자로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혔

아바나

다. 한참을 걸려 복사하고 돌아온 홍선표 책임연구원은 복사점에 복사지가 없어 가지고 간 이

아침에 마르타 임 여사를 다시 방문하여 어제의 자료들을 받아 복사점으로 갔다. 마르타 임

면지까지 다 사용하고도 모자라 나머지는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왔다고 하였다. 우리는 147점

여사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임천택 관련자료 및 재쿠바 한인활동 관련 원본자료 4점을 독립

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기념관에 기증하겠다며 주었다.

마딴사스 문서보관소를 나와 우리는 엘 볼로 농장으로 향했다. 1921년 3월 25일 마나티 항

복사점 한곳은 복사지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라 한다. 다른 곳을 찾아 갔다. 자료를 다시

구에 도착한 한인들이 설탕값이 1/10로 폭락하여 갈 곳을 잃자 박창운의 주선으로 이 도시에

임 여사께 되돌려 드리고 대한인국민회 아바나지회 건물을 찾아갔다. 제1호 국민회관은 인력

서 바라데로(Varadero) 사이에 있는 에네껜 농장들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이 도시에서 동

거와 삼륜차, 통행인이 붐비는 구 아바나 중심거리인 솔(태양)가 409호에 있었다. 2층 건물은

쪽으로 몇 km 떨어진 언덕 위 핀카 엘 볼로(Finca El Bolo)의 에네껜 농장으로 1백여 가구가

페인트는 벗겨지고 철제난간은 녹슬어 몹시 퇴락한 상태에 있었다. 두 번째 국민회관은 허리

모여들어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1922년 11월 1일 이곳에 미주 국민회의 지원을 받

케인으로 파괴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세 번째 국민회관도 2층 건물의 2층이라 하는데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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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타 임

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도

리카 콩고와 남미 볼리비아 등지

시 전체가 퇴락한 상태에 있었다.

에서 게릴라활동을 계속하다 전장

상하이의 와이탄 지구처럼 해변

에서 숨졌다.

가에 늘어선 고급스런 빌딩군들

1960년대 반미저항운동의 상징

을 비롯하여 도시 전반이 건물 유

이었던 체 게바라는 시간이 흘러

지보수에 전혀 손을 못 쓴 채 수

가면서 한때 쇠퇴하는 듯했다. 그

십 년을 지내온 것 같았다. 일부

가 주창한 게릴라전이 남미에서

최근에 보수를 하고 있는 몇몇 건

조차 세력을 잃어갔고, 그의 사상

물과 최근에 세워진 빌딩을 제외

적 뿌리인 마르크스주의도 동유

하고 60년대 이전에 있던 건물들

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으로 빛

은 다 칠이 벗겨지고 녹슬고 부서

이 바래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져 빈민가처럼 되어 있었다.

1990년대 들어 다시 그를‘영웅’

쿠바 한인들이 그 앞에서 3·1

절 시가행진을 하였던 아바나 중심가의 의회건물은 혁명 후 자연사박물관이 되어 있었다.

▲ 혁명광장 앞에 있는 체 게바라 조형물

으로 기리는 목소리가 전세계적

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체 게바라 전기가 큰 인기를 끌었다. 나는 반세기 동안
독립운동을 하며 명멸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한국의

귀국길

체 게바라는 누구일까 생각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체 게바라처럼 세계적으로 부각시키

우리들의 일정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시내 한 사영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모든 식당

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다 싶었다.

과 상점이 국영이지만, 일부 사영 식당들이 있다고 한다. 숙소로 돌아가 짐을 갖고 나와 공항

우리가 가볼 시간을 내지 못했으나 아바나에서 기억할 또 한 사람이 있다. 어네스트 헤밍

으로 향했다. 오후 5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지만, 일찌감치 공항으로 나가 긴 줄을 서서 대기하

웨이- 그가 살던 집이 아바나에 남아 있다. 그는 헤밍웨이가 1939년부터 1969년 쿠바 혁명으

였다. 공항에서 한국에서 단체관광 온 교사 일행을 만났다. 그분들은 중남미 여행을 하는 중

로 추방될 때까지 30년간 여기서 지내며‘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등을 집

에 1박 2일로 쿠바에 들렀다 한다. 우리는 쿠바에서 멕시코시티로, 멕시코시티에서 LA로 비

필했다.

행기를 갈아타야 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바나에서 짐을 바로 LA까지 가게 했다. 이

우리는 LA를 거쳐 8월 1일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때문에 LA 공항에서 한바탕 짐소동을 겪어야 했다. 비행기가 아바나 상공으로 떠올랐다.
쿠바에 있는 동안 우리는 차안에서, 걸으면서 쿠바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제법 열띤 토론을

이로써 우리의 멕시코 쿠바지역 한인 이주와 독립운동 자료와 유적지 조사 여행이 끝났다.

하였다. 쿠바의 활력없는 거리는 내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거기에는 쿠바의 사회주의 노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흥분과 열정으로 21일간을 달려 왔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그래도

과 미국의 봉쇄정책이 결합되어 빚어낸 결과였다. 또한 쿠바의 가는 곳마다 보이는 최대의 문

건강한 가운데 우리의 임무를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여행 중에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을

화상품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것은 체 게바라였다.

휩쓸었으나, 우리는 피해서 지나갔다. 멕시코시티와 메리다에서 비가 조금 온 것 말고는 날씨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으로 검은 베레 모자에 아무렇게나 기른 긴 머리칼, 덥수룩한 턱수염,
그리고 열정적인 눈빛, 굳게 다문 입술의 체 게바라는 어디를 가나 벽그림으로, 포스터, 그림

가 좋았다. 더위 때문에 무척 고생은 되었다. 메리다에서 마지막 날에는 조절을 잘 못하여 결
국 감기가 걸렸으나 잘 극복하였다.

엽서, 티셔츠, 컵받침 등 각종 기념품으로 큰 건물 벽과 상점의 진열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
는 지난 59년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시킨 뒤 국립은행 총재 등 고위직에 있으
면서도 사탕수수밭에서 자발적인 노동을 했다. 그러던 그가 쿠바의 2인자 자리를 박차고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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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와 과제

노력은 고난의 시기에 그분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공을 기리는 일이며, 과거 역사의 아픔
을 치유하는 노력의 한 부분이요,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한국과 멕시코와의 관계를 발전

우리는 멕시코·쿠바내 미발굴지역인 티후아나, 탐피코, 아구아 둘세, 산 후안 수가르, 참포

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톤 등지를 조사하여 새로운 한인지역을 발굴하였다. 한인이민후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

여섯째, 이번 기회에 중남미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

선조의 이민생활사를 채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별히 지방역사문서보관소를 직접

다. 수억의 인구와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에 BRICs라 하여 새롭게 부상하고

조사하였다.

있는 이 광대한 대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너무 적었다.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

떠나올 때는 성과에 대한 무거운 부담으로 짓눌렸는데, 돌아갈 때는 멕시코 한인 역사를 새
로 써야할 만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실물자료를 포함하여 1,093점의 문서와 사진자료를

관 하나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중남미연구소 하나 정도는 육성해야만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하여 돌아오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멕시코 이민 100주년과 광

멕시코 쿠바 조사기간 중에 사전조사와 안내 통역을 맡아 주었던 권봉철씨와, 각 지역에서

복60주년을 기념하여 공개하여 KBS, MBC, TJB를 비롯한 방송사와 주요 신문사(연합뉴스,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도록 안내, 자료협조, 기타 도움과 격려를 베풀어 주었던 현지 동포들에

경향신문, 한국, 동아, 조선, 대전, 중도일보)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게 지면을 빌어서나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쉬운 점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멕시코 쿠바는 남북한보다 10배나 큰 지역인데 20여 일간

100년 전 조국을 떠났던 한인 1세대들의 육신은 이미 그곳에서 대지의 일부가 되었지만, 조

조사하려고 하니 깊이 있는 조사는 무리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남기고 우리의 조

국을 생각하며 흘렸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다. 3~4세 후손들은 거의 현지화 되었

사작업을 마쳐야 했다.

다. 선조들이 불렀던“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보전하세...”애국가 소리는 이제 그들의 역사

첫째, 추후에 1, 2차 조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하겠다.

를 기억하는 우리들 가슴에서만 메아리치게 되어 간다. 그러나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둘째, 이번의 조사 경험에서 각지의 문서보관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

된다고 노래했던 한용운의 시처럼 그들의 고난과 희생의 역사는 민족의 자유와 독립정신을

라 생각된다. 우리가 잠깐씩 방문하여 조사한 속에서도 아직까지 누구도 찾지 못했던 중요한

밝히는 영원한 기름이 될 것이다.

자료들을 찾은 것을 볼 때 이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현지의 연구자나 메리다 인류학박물관 같은 한인에 대
한 관심을 가진 현지 기관과의 연계성도 긴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넷째, 이민 100주년 행사로 인하여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과 현지 한국계에 대한 관심이 어
느 정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버려졌다”
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한인들에 대해 독립기념관은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분들과 모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프
로그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의 조사결과는 조사보고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상의 한계로 말미
암아 이번에도 전문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싣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보고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멕시코, 쿠바 한인들이다. 그분들에게 이런 조사보고서가 읽혀지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향후 조사와 정리된 역사를 단행본으로 만들어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한인
들 손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멕시코 · 쿠바 한인들은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한인 이주 100주년을 맞아 우리 대통령이 공식방문하고 관련 행
사에 참여함으로써 큰 계기를 마련하였다. 100년의 간격을 메우고 그들을 동포로 품에 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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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전 멕시코 한인의 신생활운동
홍선표(본 연구소 책임연구원)

1. 노동계약 만료이전 한인의 의식과 동향
1909년 5월 12일 한인들은 고대하던 4년간의 노동계약이 만료되었다. 지난 4년동안 낫선

머리말

이역만리의 멕시코 땅에 와서 생소한 환경과 고된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한인들에
게 노동계약의 만료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었다.

한인에 의한 한인을 위한 자체의 조직과 생활은 노동계약 만료이전부터 대두된 멕시코 한인

그런데 한인들에게 노동계약의 만료는 굴레로부터의 속박에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민자들의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는 4년간의 노동계약이 완료된 후 비로소 자신들만을 위한

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책임과 권리에 대한 교

조직과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권익과 생명을 보호하

육과 능력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해야만 자유인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

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인들만의 조직력과 삶의 방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한인들

었다. 그동안 본국으로부터 아무런 관심조차 받은 적이 없었는 데다 오히려 대한제국의 정부

의 노력을 본고는‘신생활운동’
으로 부르기로 하였다.‘신생활운동’
은 멕시코한인들이 만든

는 일제의 침략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런 현실에서 멕시코 한인들의 처지는 아무도 돌

용어가 아니다. 노동계약 만료 전후부터 한인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과

봐줄 이 없는 외톨박이 신세였다는 것이 노동계약 만료를 앞둔 한인들의 절박한 상황이었다.

활동을 본고는‘신생활운동’
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한인 스스로 그 권익과 생명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은 이미 노동계약만료 이전부터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의 삶은 4년간의 노동계약 만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전의

계속 제기되어 왔다. 에네껜농장에서 도망한 뒤 치와와라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미국으로 건

삶은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매인 비주체적이고 타율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이후의 삶은 주체

1)
너가려고 준비하던 채등진은『공립신보』
와의 서신접촉을 통해 멕시코 한인이민의 사정을 소

적이고 자율적인 삶이었다. 따라서 삶의 양식과 방향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변

상하게 밝혔다.2) 그의 활동으로 멕시코한인들과 공립협회의 공식접촉이 이루어져 처음으로

화된 삶을 주체적으로 대응해 가는 노력, 즉, 한인사회를 조직하고 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

『공립신보』
와『신한민보』
가 멕시코한인들에게 보내지게 되었고 외부세계의 소식에 목말라하

하기 위한 각종 생활운동을 본고는‘신생활운동’
으로 보고 노동계약 만료이전의 삶과 확연히

던 멕시코한인들에게 새로운 광명을 주었다.3) 이러한 신문을 통해 멕시코한인들은 자신들의

구분지어려 한 것이다.
본고는 신생활운동을 고찰하기 위한 주요 배경으로 한인들의 초기 의식과 조직상황을 살피
려 하였다. 국민회메리다지방회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한인사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미 많
은 연구성과가 있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신생활운동을 전개하는 원동력이
되는 차원에서 멕시코 한인사회의 전체 조직상황을 개관하려 하였다. 신생활운동은 이러한
한인사회의 조직된 힘에서 나왔다.
신생활운동의 주요활동은 노동문제, 생활풍습, 잡지 발간 등을 통해 전개되었다. 본고는 신

1)『공립신보』
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1909년 2월 1일 하와이 합성협회와의 통합으로 국민회가 탄생되자
동년 2월 10일『신한민보』
로 제호가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공립협회는 국민회북미지방총회로, 합성협회는 국민회하와이지방
총회로 각각 바뀌게 되었다.
2) 채등진과『공립신보』
와의 서신접촉은 먼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고 있던 중국인 신문인『중서일보』
와의 접촉에서 비롯하
였다.『중서일보』
에 보낸 그의 편지가『공립신보』
로 이첩되면서 비로소 채등진의 존재와 함께 멕시코 한인생활에 대한 실상이
소상히 알려지게 되었다.(
『공립신보』1908. 9. 23) 그런데 멕시코 한인이민에 대한 실상이 단편적으로 알려진 것은 1905년부
터였다. 1905년 11월 17일 박영숙의 편지가 대한제국 내에 알려져 이를 계기로 윤치호와 상동교회의 박장현이 멕시코이민조
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무산에 그쳤다. 1907년 6월 21일자『공립신보』
에는 멕시코의 한국인 통역이던 권유섭(본명
권병숙)과 배해성, 마성준 부부 등 총 5명이 샌프란시스코에 7일간 체류하다 권유섭과 배해성은 배편으로 귀국하였다고 보도

생활운동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며, 신용있고 자질을 갖춘 한인으

하고 있었다.(
『신한민보』
, 1907. 4. 26,「자묵환국(自墨還國)」
) 그런데 이들의 행적이 당시 멕시코 한인이민자들부터 악질 한인

로 만들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신생활운동은 그 기저

이후 멕시코한인동포에 대한 소식은 1907년 4월 26일자『공립신보』
에 이광준이라는 사람이 멕시코에서 도망하여 도보로 3년

(基底)에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깔려 있었으며 강렬한 민족의식과 자주독립의 정신

만에 로스엔젤레스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신한민보』
,1907. 6. 21,「자묵입미(自墨入美)」
) 1908년 5월과 6월에는

이 없으면 추진하기 힘든 과제였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내용과 성격을 고찰

보도되고 있어 고초를 당하고 있는 멕시코한인에 대한 공립협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는 추세였다.

으로 치부되어 있은 관계로 조용히 귀국하려 했기 때문에 공립협회가 그들로부터 멕시코한인의 실상을 파악하기란 어려웠다.

미국 국경을 넘다가 참살을 당한 한인들의 기사(
『신한민보』
, 1908년 5월 27일,「김건수씨의 참사」; 6월 24일「모험월경」
)가
3)『공립신보』
가 멕시코 한인들에게 전달된 시기는 1908년 10월경으로 보인다. 이근영은 처음으로『공립신보』
를 대하고 난 뒤의

하려 하였다.

감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름답고 장하도다 재미동포의 공립신보여, 일만 이천리 태평양 밖에 한 줄기 광선이 비추이니 자유의 정신은 붓 아래 서리
었고 독립의 기초는 말 속에 그었도다. - - - 창천이 감동하사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로 하여금 우리의 수심을 위로하여 주
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일선생맥을 내어 주시니 천은이 어찌 감격지 아니하리오. 아름답도다 공립신문이여 네 면목이 어
찌 그리 반가우며 장하다 공립신보여”
『공립신보』
(
, 19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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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처지를 처음으로 미주한인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었다.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회를 설립하여 한인 동포의 풍속을 바로 잡아 도덕과

채등진은『신한민보』1909년 2월 24일자“멕시코 유카탄에 있어 동포의 주의할 일”
이라는

지식을 계도하고, 공익을 도모하는 사회조직체를 설립하여 한인 스스로를 보호하며 노동을

기고문에서 계약만료를 앞둔 멕시코 한인이민자의 실상과 향후 전망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주선하고 자치를 통해 상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보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

그는 금년 5월이 되면 천여 명의 한인동포가 4년간의 노동계약을 만료할 예정이기에 매우 행

여 건전한 양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복하지만 계약종료 이후 민활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여 한민족의 영예를 보전하는 일을

이처럼 채등진의 주장에는 당시 4년간의 농장생활을 통해 비추어진 한인들의 초기의식과

시급히 이행하지 않으면 자유생활을 누릴 시기가 오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계약만료 이후 멕시코한인들의 활동방향을 잘 지적한 것이라 하

그는 자유생활이후 멕시코 한인들의 삶의 방향이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겠다.

일, 아니면 멕시코 각 지역으로 분산해서 살아가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두가 멕시코

그런데 멕시코주재 일본공사관 외무서기생 아라이 킨타(新井金太)가 1909년 1월에 조사한

한인의 능력과 현실을 무시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지금 있는 유카탄에

「이민조사보」
에 따르면 한인들의 농장생활 태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 그는 이

서 한인들이 단합하고 스스로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보다 바

보고서에서 한인들의 행동거지가 올 바르고 연장자의 지도아래 질서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

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미국에 있는 고명한 사람을 청빙하여 선진의 제도를 본받아 단

뒤, 그런데 배일감정이 높아 자신을 폭력으로 내 몰았다고 기술하였다. 이로 볼 때 한인들의

체를 설립하고 자본을 통해 상업기관을 세워 한인들에게 일용물품을 제공하며 신용있는 노동

농장생활에는 비록 조직적인 면은 없었으나 유교적인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강렬한 민족의식

기관을 통해 동포의 이익을 구한다면 유카탄만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을 갖고 나름의 생활방식을 준수하고자 애썼음을 알 수 있다.

채등진은 앞의 기고문에서 당시 20세기의 모습을 우승열패의 생존경쟁의 시대로 보고 우리
한인들이 멕시코사회에서 승리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폐풍을 개량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채등진의 지적과는 별도로 노동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스스로를 대비하고 준비하려는
한인들의 움직임도 일고 있었다. 농장주에게 100페소의 속전을 주고 자유의 몸이 된 이근영,

첫째, 철저하게 조선사람으로 살려는 사고방식을 개량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조선사람임을

방경일, 신광희, 김윤원, 황면주, 조병하, 김제선, 정춘식 등 8명의 젊은 광무군인 출신의 기독

주장하여 우리 풍속만을 고집하고 타인이 흉보는 풍속을 고치려 노력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교인들은 메리다 시내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5)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말과 양식조차 배우지 아니하는 배타적인 민족의식을 비판하였다. 이런 사람의 본성에는 우

마다 1908년 7월 김제선의 이름으로 구입한 집에서 약 70~80명의 한인들이 힘들게 모인 가

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애국·애족심을 갖고 있으나 공익심과 단체심, 그리고 사업욕이 없어

운데 예배를 보면서 한인사회의 조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왕 외국인들의 수치를 초래하고 동포들 사이에 불화의 폐해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지나치

또한 자유노동자가 된 8명이 주축이 되어 1909년 1월 말경 메리다에서‘친목회’
를 조직하였

게 옛 것을 숭상하고 그를 준행하려는 완고함은 현실적응을 어렵게 함으로 새로운 유신시대

다.‘친목회’
는 한인동포들의 영구한 실업을 진흥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고본금으로 매인이

에 적합한 행동양식이 아니라고 하였다.

50원씩 투자하였다.6) 임원은 회장 이근영, 총무 김윤원, 장재 김제선, 사찰 황면주가 맡아 운

둘째, 조선의 모든 것들을 유신시대에 뒤떨어진 부패한 풍속이자 완고한 구습이니 버려야

영하였다.

할 대상으로 단정하고 오직 외국인(유카탄)의 풍속만을 취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개량해야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멕시코 한인들의 권익과 생존문제를 스스

한다고 하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혁신사상은 있으되 근본을 잃어버려 조국혼이 없으며 한

로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져진 한인들은 교회 신축을 위해 300여 명이 자

인된 민족적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발적으로 의연금을 내 700여원 의 거액을 저축하였는데,7) 결국 이 자금은 국민회 메리다지방

셋째, 단결심을 해치는 사사로운 행위를 개량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소하고 사사로운 혐
의로 신문에 투서하여 바늘을 망치만큼 키워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회 설립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노동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던 멕시코의 한인들은 자유의 몸이 될 그 날을 앞두고 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고치기 위함이나 이런 행위가 지나치면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라 하였다.

4) 코보리 카우루,「멕시코 초기 한국인 이민조사에 참가하면서」
,『재외한인연구』제5호, 223쪽.

이상을 폐단을 개량해야 함을 지적한 채등진은 한인 동포들이 세계 문명인의 시류를 살피되
외화에 팔리지 않고 조국정신을 회복하여 단군의 후예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교회와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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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17쪽.
5) 김원용,『재미한인오십년사』
6)『신한민보』
, 1909년 2월 10일,「멕시코소식」
.
7)『신한민보』
, 1909년 5월 19일,「묵서가동포의 신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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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활을 대비하고자 했던 멕시코 한인들의 의지는 샌프란시

(1) 메리다지방회

스코의 국민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회는 황사용·방화중 두 사람을 멕시코에 파견하여

멕시코 한인들의 단체결성은 이미 연구된 바대로 노동계약이 만료되기 3일전인 1909년 5월 9

그들을 돕는데 앞장섬으로써 멕시코 한인사회는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게 되었다.

일 메리다에서 국민회지방회를 설립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노동계약 만료 전에 이루어진 국민회
지방회의 결성에는 황사용과 방화중의 파견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다. 특별히 채등진
으로부터 멕시코한인을 보호해 달라는 글을 받은 뒤부터 국민회는 그들에 대한 구제방향을 검토

2. 한인사회의 조직화와 학교 설립

하고 계획하였다.10) 그리하여 국민회북미지방총회는 1909년 2월 제4회 대의회에서 4년간의 노
동계약이 끝나는 멕시코한인들의 자활방법과 단체 조직을 위해 멕시코에 특파원을 파견하기로

1) 국민회지방회의 결성과 조직

결의하였다.11) 이러한 결정으로 마침내 황사용·방화중의 파견으로 성사되었다. 국민회가 멕시

노동계약 만료를 앞두고 멕시코 한인들의 걱정은 채등진의 지적대로 한인 단체의 조직문제
가 급선무로 떠올랐다. 단체결성은 장차 자유인으로 살게 될 한인들에게 결속과 상호부조, 권

코한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국민회가 미주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준(準) 정부로
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고 미주한인사회를 통할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려 했기 때문이다.

익보호와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유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구심체이자 지도자

멕시코 한인에 대한 국민회의 이런 관심과 파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멕시코한인들 내부

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울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난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에서 단체결성을 절실히 희망하고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다. 채등진의 기고문을 비롯해 자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단체 결성을 통한 한인사회의 조직화였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예배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 그리고 친목회를 결성한 것 등

다. 따라서 단체의 결성과 조직은 멕시코 한인들에게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은 이미 황사용·방화중이 파견되기 이전부터 단체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멕시코한

우선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독립운동의 방향으로써의 단체결성보다 자

인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인으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생활운동의 한 방편으로서의 조직화문제이다. 멕시코 한인들

메리다에서 설립된 국민회지방회는 장정 305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으나 1909년 12월말에는

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노동계약시절 타성에 젖고 개선되어야 할 자신들의 생활 태도와 습

444명, 1911년에는 477명으로 확대되어12) 멕시코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점차 안정적

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농장주측의 감시 속에서만 4년을 보내왔기

인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13) 그런데 1910년 7월부터 디아스정권에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나 외

때문에 노예의식에 젖어들기 쉬웠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훈련시킬 자율적인 능력을 갖추기 어

국인배척풍조가 일기 시작하고 메리다 한인들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이주

려웠다. 예컨대 메리다에서 한인동포들 간의 싸움으로 발생한 이윤여의 타살소식은 매우 야

를 모색하면서,14) 멕시코 각 지역에 국민회지방회와 경찰소, 통신사무소 등이 세워지게 되었다.

만적인 소행이자 폐습의 하나로 지적되었다.8) 그러한 사건은 같은 동포끼리 차마 해서는 안
될 무법한 일을 과감히 자행한 것으로 멕시코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 멕시코인들에게도 충

(2) 타바스코 신한동지방회

격을 주었다.

타바스코주의 프론테라에는 1910년 1명의 자작농을 살고 있었는데 그 해 12월 신광희·김제

또한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단체가 조직되지 않음으로 한인들의 농장생활은 힘들 수밖

선 ·정춘식 등이 이 지방으로 이주한 뒤 한 농장과 5년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인들이 정

에 없었다. 예컨대 멕시코에 파견되었던 황사용·방화중 보고에 따르면 농장생활동안 한인들

착하였다.15) 이후 1911년 3월 이 곳 한인들이 타바스코 신한동지방회를 설립하였다. 신한동(新

이 겪은 고초가 격심하여 감옥소와 경무청은 한인 동포들의 도회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들이 유카탄의 쁘로그레스 항구에 도착한 1909년 4월 18일경에도 13명의 한인들이 경무청에
구금되어 있었고 수일 후 10인은 석방되었으나 3명은 계속 구금 중에 있었다.9) 이처럼 단체결
성은 멕시코한인들에게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생활의 수준과 양식을 개선하는데 선결과제였다.

10)『신한민보』
, 19014년 2월 26일,「국민회역사」
.
11)『신한민보』
, 1909년 2월 24일,「국민회보」
.
12)『신한민보』
, 1910년 1월 12일,「미리다지방회보」; 전혜찬,「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설립 배경과 그 활동」
,『멕시코·쿠바
한인이민사』
, 한국외대출판부, 2005, 109쪽.
13) 초대 조직을 보면 회장 이근영, 부회장 방경일, 총무 및 재무 김윤원, 서기 신광희, 학무원 황명수, 법무원 조병하, 구제원 김
제선 등이다. 메리다지방회는 1909년 5월 24일 국민회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았고, 1916년 1월 메리다지방법원으로부터 자치
규정을 인허받아 공식적인 자치기관이 되었다.(
『신한민보』
, 1916년 4월 6일,「메리다지방회보」
)

8)『신한민보』
, 1909년 3월 3일,「멕시코한인의 악형」
.
,“견묵양위원 래함”
. 황사용·방화중이 1909년 4월 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유
, 1909년 5월 12일,「기서」
9)『신한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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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7월「잡보」;“재묵동포의 현상”
14)『신한민보』
15)『신한민보』
, 1911년 3월 8일,「잡보」;“멕시코동포의 농업”

카탄에 도착하기까지 약 1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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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洞)으로 이름 지은 것은 이상촌을 건설하려는 이 곳 한인들의 염원 때문이었다. 초기 임원

(6) 기타 지방회 및 단체와 통신사무소

은 회장 신광희, 총무 김태진, 서기 김기창, 재무 박국천, 학무 김태진, 부회장 김성민, 법무

1910년 말경에 설립된 치와와지방회를 비롯해18) 1918년 4월 5일 31명의 회원을 가진 프에블

김제선, 구제 현항구, 외교 이업동, 사찰 김영화·호근덕이었다.16) 신한동지방회는 1911년 1월

로지방회가 국민회북미지방총회의 인준을 받아 설립되었다.19) 3·1운동의 영향으로 독립운동

20일 12개조의 타바스코 신한동헌장을 제정하여 한인자치제를 실시하였으나, 1년 후 대홍수

의 물결이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1919년 6월 15일 메리다에서 대한부인애국동맹단이

로 한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와해되었다.

결성되었다.20) 1920년 5월 13일 산타페지방회가 국민회지방총회의 인준을 받아 설립되었고,
초대 임원은 회장 정덕천, 부회장, 이명원, 총무 겸 서기 진광일, 재무 이우식, 학무원 서병학,

(3) 오학기나지방회

외교원 김성근이었다.21) 그 외 한인들의 수가 적은 곳에는 탐피코통신사무소(1936년), 베라끄

미국인 사탕수수 농장주가 국민회지방총회에 유카탄 한인들의 노동주선을 제의하자 메리다

루스 통신사무소, 오브레곤통신사무소 등이 설치되었다.22)

지방 한인 300여 명이 1911년 12월 11일 오학기나로 이주한 뒤 같은 달 17일에 오학기나지방
회를 설립하였다. 초기 조직은 회장 서현우(곧 유진태로 바뀜), 부회장 이종대, 총무 이원석,

(7) 각 지방 경찰소의 설립

서기 이기종, 법무 최정식, 학무 방경일, 외교 황면주, 노형달, 사찰 임상준, 평의원 이근영·

각지에 설립된 국민회지방회는 멕시코 전역으로 분산·거주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효율

이국빈·차용환·방영화·하오성, 대의원 서병두·유진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1916년 7월

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없었다. 지방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한인들이 모인 지

지방회의 위치를 교통이 편리한 코앗사코알코스로 옮긴 뒤 1917년 6월 멕시코 혁명군의 난동

역에서는 한인들의 풍기 및 예속을 교정하고 노동신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경찰소를 설치

으로 오학기나 지방회는 해산되고 1918년 코앗사코알코스의 경찰소가 그 기능을 계승하였다.

하였다. 각 지역에 설치된 경찰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묵경지방회

깐단제농장경찰소(김태진) / 씨로띠농장경찰소(김덕순) / 쏘실농장경찰소(방윤식) / 젤무제경찰소(이영

1912년 10월 경 묵경(멕시코시티)에 거주하던 28명의 청원으로 지방회가 설립되었다. 초대

순) / 산띠마스농장경찰소(양군보) / 추꾸미쳔농장경찰소(유진태) / 작그마이농장경찰소(허태호) / 갓드

임원은 회장 임석현, 부회장 김동현, 총무 차용환, 서기 이화용, 재무 권덕순, 학무원 정원성,

스미스농장경찰소(이윤환) / 떼모손경찰소(권덕순) / 신운체경찰소(오태환) / 신띠깝첸지방경찰소(김현

법무원 조중묵, 구제원 정원성, 외교원 이흥만, 사찰 이원책, 평의원 김동환·박창욱·이성

기) / 깜깝첸지방경찰소(고명국) / 오스따바깝경찰소(이기선) / 까낭경찰소(서선익) / 산에리겟지방경찰

로, 대의원 이근영·최창선이었다. 멕시코혁명으로 한인들의 이산이 심하여 1915년 초부터

소(유인택) / 떼상경찰소(최대현) / 초촐라경찰소(박근배) / 넷방경찰소(양춘명)/ 산나다지방경찰소(이

회무가 정지되다시피 하였으나 1920년대에 한인들이 50~60여 명으로 증대하면서 지방회를

우식) / 메나비시다경찰소(조태하) / 시체평경찰소(오태환) / 비시앗경찰소(허영보) / 노하깔경찰소(김

계속 유지하였다.

서원) / 씨옵경찰소(배덕호) / 야스체경찰소 / 산 크리스토발경찰소 / 신어스체경찰소(최대신) / 잇신깝
경찰소 / 호보야경찰소 / 비시야경찰소 / 데스까깔경찰소(이희택) / 오찔경찰소(김현기) / 작둔경찰소

(5) 프론테라지방회

(정춘식) / 야스곱빌지방경찰소(박근호) / 시훈체경찰소 / 아케경찰소 / 소노라경찰소 / 고홉착가지방

신한동지방회가 와해된 후 1917년 3월 김제선·김세원 등의 노력으로 프론테라지방회가 설

경찰소 / 코앗사코알코스경찰소 / 오학기나 삽보달경찰소(방경일) / 탐피코경찰소(김영호) / 데스까깔

립되었다. 이듬해 3월 11일 회관 건립에 착수하여 3월 31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1920년대
말 타바스코주의 주지사 가리도 카르나발이 카톨릭을 믿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는 바
람에 한인들은 다시 유랑의 길로 떠나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당시 회장이던 공인덕

23)

경찰소(이희택) / 오찔경찰소(김현기) / 캄페체경찰소 / 뿌에르또멕시코경찰소 / 체뚜말경찰소
18) 치와와지방회는『신한민보』
, 1911년 8월 30일자에서 보면 한인들의 이산으로 해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신한민보』
, 1918년 5월 2일,「멕시코」
.

과 최정식·신인식 등이 인근의 코앗사코알코스, 체투말, 아구아 둘세, 산후안 수가르 등으로

20)『신한민보』
, 1919년 7월 10일,「멕시코 대한부인애국단의 조직」
.

이주함으로써 프론테라지방회는 폐쇄되었다.17)

22)『신한민보』
, 1936년 5월 6일, ; 1937년 3월 4일 ; 1942년 1월 8일, ; 1944년 1월 13일.

21)『신한민보』
, 1920년 6월 15일,「회보」; 1920년1921년 2월 3일,「북미총회사업성적서」
.
23)『신한민보』
, 1909년 6월 23일 ; 7. 28 ; 9.29 ; 12. 8 / 1910. 2. 16 ; 2. 23 ; 3. 23 / 1913. 6. 23 ; 6. 30 / 1914. 4. 30 /

, 1911년 3월 8일「북미지방총회보」;「신한동지방회보」
. 회원은 43명이었다.
16)『신한민보』

1915. 7. 8 ; 12. 9 / 1916. 8. 17 / 1917. 7. 26 ; 8. 30 / 1918. 1. 24 ; 4. 11 ; 4. 18 ; 7. 25 ; 10. 24 ; 11. 7 / 1919. 1. 2 ; 6.

17) 이자경,『한국인 멕시코이민사』
, 지식산업사, 2004, 460쪽.

21 / 1937. 11. 4.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56

57

해방이전 멕시코 한인의 신생활운동

이상의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각지역에 설치된 경찰소는 46개로 파악된다. 각 농장이나 지
방에 경찰소을 둔 것은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폐습을 계도(啓導)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 외에 국권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였다. 즉, 한

오학기나야학교 : 1913년 9월경 설립, 청년 20여 명, 교장 강문형, 교사 고희민30)
진성학교 : 1916년 11월 6일 캄페체에 설립, 학생 14명, 교장 서병두, 교감 김상옥, 교사 최정식. 과목
: 역사 지리, 산술, 독서, 작문 , 토론, 체조31)

인 내정을 정탐하고 일인과 협력하는 한인들이 등장하여 한인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이 발생

일진각농장국어학교 : 1917년 3월 설립, 메리다지방회 관할32)

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같은 예는 1909년 7월 이회룡과 서성옥이 주묵

해동학교 : 1917년 1월 8일 메리다에 설립, 학생 22명, 교감 방경일33)

일본공사의 앞잡이로 매수되어 공공연히 일인 공사를 찬양하는 행동을 보여 사회문제가 되자

프론테라 국어소학교 : 1918년 3월 31일 설립, 학생 17명34)

동년 8월 8일 메리다지방회는 통상회에서 그의 친일행위를 회중에 공포하고 출회조치하였

청산학교 : 1918년 4월경 코앗사코알코스에 설립 , 교사 김창현35)

다.24) 또 같은 해 황면주가 일인과 내통하다 적발되자 12월 6일 임시회를 열어 지방재판소에

비시잇농장국어학교 : 1918년 4월 11일 설립, 학생 9명, 교사 이대용·이종오, 메리다지방회 관할36)

보내 징역 2개월에 처하고 그를 따르던 이근하·노현달에게는 각각 벌금형에 처하였다.25) 따

의성국어학교 : 1918년 5월 13일 오스디박깝에 설립, 학생 13명, 교장 강흥식, 교사 변윤행37)

라서 경찰소의 설치는 한인들의 풍속을 개량하는 것 외에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반도학교 : 1918년 8월 20일 깜페체 넷방에 설립, 학생 23명, 교장 이기선. 교사 김성민, 과목 : 역사,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지리, 산술, 국어38)

이처럼 국민회 지방회를 세울 수 없는 각 지역에 경찰소를 설치하면서 한인들로 하여금 나
태한 습관과 무법한 행위로 동포를 해롭게 하는 자에 대한 처벌과 계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형산국어학교 : 1918년 10월경 푸에르또 멕시코지역에 설립39)
중흥학교 : 1919년 경 빗간지역에 설립40)

그리고 메리다지방회는 한인 경찰소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묵국 당국의
인허를 얻도록 하였는데,26) 이것은 한인경찰의 역할과 권위를 크게 제고시켜 주었다.

1915년 7월 메리다지방회가 5명 이상의 한인들이 모인 곳에는 야학교를 설립하여 국문을 가
르치되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뒤부터,41) 멕시코 각 지역에서의 학교 설립이 보다

2) 한인학교의 설립

확산되었다. 한인학교는 한인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의 말과 글을 가르침으로써 한민족의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은 자체의 질서와 생활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권회복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고 한인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었다. 그렇지만 1920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 지방에 국민회 지방회와 경찰소 등을 설립해 온 것과 아울러 한인

년대 초반부터 에네껜 경기의 침체로 한인들이 분산되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

자녀들을 위한 교육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노동계약 만료이전부터 한인 단체의 조

히 1928년 이후 멕시코정부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문호를 개방한 뒤 한인자녀들이

27)

직과 보통교육의 문제는 한인이민자들의 당면과제였다. 특별히 교육문제는 애국심을 고취

인근 공립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한인학교는 대부분 폐쇄되고 말았다.

28)

하고 노예적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한 방편으로 대두되었다.
각 지방에 설립된 한인학교의 설립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숭무학교 : 1909년 11월 17일 설립, 이근영·방귀선·조병하·이수근이 주도, 2개 소대 110여명 참

30)『신한민보』
, 1913년 10월 3일,「잡보」
.
31)『신한민보』
, 1917년 4월 12일,「유카탄 진성학과의 예전과 지금」
.

가, 1913년 3월 폐교
일신국어학교 : 1912년 5월 26일 설립, 남녀 19명의 학생, 감독 서현우, 김광운 교장 김윤원·이원석,
29)

교사 신광희·박학규 , 오학기나지방회 관할

32)『신한민보』
, 1917년 3월 15일,「회보」
.
33)『신한민보』
, 1917년 3월 1일,「묵국메리다 해동학교의 개교식」
.
34)『신한민보』
, 1918년 5월 2일,「멕시코」
.
35)『신한민보』
, 1918년 4월 18일,「회보」
.

; 8월 25일,「국민회보」
.
24)『신한민보』
, 1909년 7월 8일,「논설」:“성토 이회룡·서성옥”

36)『신한민보』
, 1918년 10월 24일

25)『신한민보』
, 1909년 12월 22일,「메리다지방회보」
.

37)『신한민보』
, 1918년 9월 12일,「회보」
.

26)『신한민보』
, 1914년 8월 27일,「회보」
.

38)『신한민보』
, 1918년 10월 3일「회보」; 10월 10일,「회보」
.

27)『신한민보』
, 19109년 2월 24일,「기서」:“멕시코 유카탄에 있어 동포의 주의할 일”
.

, 1918년 10월 24일,「회보」
.
39)『신한민보』

, 1914년 10월 1일,「메리다지방회의 국치기념」
.
28)『신한민보』

40)『신한민보』
, 1919년 8월 9일,

29)『신한민보』
, 1912년 7월 1일 ,「회보」
, 1913년 6월 30일,「잡보」; 7월 4일,「잡보」; 8월 15일,「논설」
.

41)『신한민보』
, 1915년 8월 5일,「지방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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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활운동의 전개

(訪參)케 할 일.
6. 본소의 청원으로 징치하기를 요하는 죄인은 다시 신문을 더하지 않고 의례히 치죄(治罪)하여 본소
의 신용을 보호해 줄 일.46)

1) 초창기활동
(1) 노동개선활동
멕시코 한인사회는 노동계약에서 해방된 이후 오히려 더 생활이 어려워지고 동포들 사이에
불온한 일들이 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한인들은 노동계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
었으나 스스로 노동거리를 찾을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한인들은 4년동안 농장에서 일만
해 왔기 때문에 비록 농장의 속박에서는 벗어낫지만 현지의 생활풍속이나 현지의 언어에 익
숙하지 않았고 지리도 생소한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갈 지가 막막하였다.42) 이에
따라 한인들은 노동을 중개해 주는 노동주무원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노동주무원의 역
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그로 인한 한인노동의 문제점 또한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메리디지방회는 해방된 한인들의 생활안정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
다. 먼저 이근영, 황면주, 김제선 등이 주축이 되어 1909년 6월 한 농장을 계약하고 80여 명
의 한인들을 고용시켜 안정적인 노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43) 이어서 동년 6월 19일 토론회를

요컨대 한인노동의 주선과 계약에 대해서는 메리다지방회에서 직접 관여하고 그 책임을 지
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타인들로부터 한인노동자의 신용을 보호하여 한인생활의 안정
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인들 간에 발생한 노동문제에 대해 지방법원이 노동사무
소의 입장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권위있는 조직으로 만들려 하였다.
(2) 생활풍속 개선활동
멕시코한인사회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처리와 음주, 도박의 문제는 한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리다지방회는 1912년 1월
7일 특별회를 열고 7개조의 자치규정을 제정하여 향후 생활방식의 개선과 한인들간의 질서유
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시작하여 회원들의 지식함양과 생활개선을 토론하기로 하였고,44) 6월 21일에는 임시위원회를
열고 노동주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한인들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
라 우선 명예직으로 노동주선 사무원 1인을 두고 월급을 받는 통역 1명을 배정하여 한인들의

一. 이 곳 농주에게나 우리 동포 사이에 재정을 절취하는 자가 있으면 극력 사실(査實)하여 폐습을 징
치하고 신문에 게재할 일.
一. 사소한 명예가 있어 희망이 있는 청년에게는 그 심상을 더욱 찬성하여 용감심이 있게 할 일.

노동 불편 상황을 개선해 나갔다.45)
1913년 10월 메리다지방회는 특별노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지방 관청의 인허를 받고 다음의

一. 환란 중에 있는 동포를 더욱 구원하여 우리 회원되기를 자청하도록 무마할 일.
一. 동포사이에 평등박애를 주장하여 교제하는데 모두 일절 계급이 없게 할 일.

노동규례를 제정, 반포하였다.

一. 어느 곳 경찰소에서는 음주, 도박이 생기는 시에는 노동주무자에게 처벌할 일.
1. 어떠한 농주든지 한인 노동 역부를 청요하면 본소에서 이를 응모하되 주인과 역부간에 각항 계약

一. 각 경찰소에 비밀첩보원 1인씩을 두어 해 지방 사실을 회중에게 보고케 할 일.
一. 이상 제도를 법하는 자에게는 친소를 불문하고 회중 앞에서 재판할 일.47)

등사를 실행할 일.
2. 일본 농주는 한인 역부를 모집할 시에 본소를 경유할 일.
3. 농주와 본소간에 만일 불공평한 사단이 생기는 때에는 이를 들어 지방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요할

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일.
4. 일반 농주가 본소에 교섭한 바 없이 개인 노동 역부를 직접 사용하다가 계약상이나 재정상 손해를
당할 지라도 그 책임이 본소에는 전여 없음.
5. 본 지방법원에서는 한인 중 범법자를 징치할 시에는 먼저 본소에 통기하여 본 사무원이 가서 방참

2) 안창호의 멕시코방문과 신생활운동의 강화
(1) 안창호의 멕시코방문
멕시코한인사회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의 멕시코방문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

42) 이영숙 편,『유카탄의 첫 코리아』
, 인문당, 1988, 65쪽.
43)『신한민보』
, 1909년 6월 9일,「잡보」;“실업호 소식”
.
44)『신한민보』
, 1909년 6월 23일,「국민회보」
. 토론회의 조직은 회장 방경일, 서기 김기창, 학무원 최정식으로 구성되었다.
45)『신한민보』
, 1909년 7월 14일,「특별광고재묵동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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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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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10년 황사용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912년부터 국민회북미총회는 매년 멕시코 파

(2) 노동개선활동

견을 위한 안건을 제기했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러했지만 멕시코 내정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은 한인과 한인사회에 일대 전기를 가져다주었고 그러한 결과는 한인

의 혼란으로 판초 비야와 카란사 등의 혁명군 세력들이 외국인들을 적대시했기 때문이었다.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동신용을 제고하여 한인생활의

48)

안창호는 멕시코 한인들의 경제적 후원이 가능하자 방문 길에 나섰다. 원래 민찬호도 함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메리다지방회는 1918년 2월 6일 12개조의 노동규정을 제정, 발표하였다.

떠나려 했으나 사정상 단신으로 1917년 10월 12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였다. 10월 21일 멕
시코의 만사니 항에 도달하였고 26일 멕시코시티에 도착하였다. 10월 28일 멕시코시티 한인

제1조. 어저귀 1,000닢 이상을 묶을 제 10잎 이상 20잎 이하를 덜 묶는 자에게는 벌금 5원을 받을 일.

동포들이 마련한 환영 연설회에서 안창호는 대한인국민회 연합지방총사무소를 메리다 지방

제2조. 매 1,000닢에 20잎 이상을 덜 묶는 자에게는 벌금 10원을 받을 일.

에 둘 것, 멕시코한인동포들이 일치된 행동을 보일 것, 국민교육의 의무를 담당할 것, 자본을

제3조. 어저귀 매주에 약간씩 남기고 따기로 한 주무자와의 상약을 어기고 모조리 땀으로 농주의 시

투자하여 농업과 상업을 확장시켜야 할 것 등이라는 요지로 연설하였다. 이후 안창호는 10월
31일 멕시코시티를 떠나 이후 1918년 8월 27일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베라크루스·코앗사

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라 5원 이상 10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일.
제4조. 하루 일한 중 한 묶음 이상 열 묶음 이하를 속이는 자에게는 그 경중을 따라 5원으로 10원까지

코알코스·프론테라·유카탄·쿠바·탐피코·미나티틀란 등지를 순회하였다. 체류하는 동
안 그는 한인동포들로부터 마치 생부를 만난 감격적인 환영을 받았고, 한인사회의 통합과 한

벌금을 받을 일.
제5조. 이상 벌칙을 항거하는 자에게는 10원 벌금을 징수하고, 또 축출한 후 해 지방경찰원은 그 사

인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축첩과 조혼풍습·잡기 등의 폐습을 개선, 금지하는 생활개선운
동을 전개하였다.

건을 보 지방회로 보고할 일.
제6조. 본 지방회에서 범법하여 쫓겨나간 자는 각 농장에 통지하여 노동을 허락지 아니하되, 만일 외

49)

한편 안창호는 멕시코방문 기간동안 북미실업주식회사 의 주식공채모집에 나서 상당한 성

국인 십장 밑으로 가거나 혹 자기가 따로 노동을 얻어 하는 경우에는 이 나라 농주회에 교섭하

과를 거두었다. 멕시코한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주식금 2만원을 모금하였는데 이 금액은
당시 북미실업회사의 총 주식공채 모집금 7만원 중 1/3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었다. 이러한 모

여 무론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노동을 시키지 말게 할 일.
제7조. 벌칙을 항거함으로 축출을 당하였던 동포가 회개하는 경우에는 그 축출당한 지방으로 보내어

습은 그만큼 안창호에 대한 멕시코한인들의 신망이 매우 컸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였다.

10원 벌금을 바치고 다시 노동케 할 일.

또한 그러한 사례는 1920년 뜻하지 않은 대홍수로 북미실업회사가 투자한 농사가 큰 타격을

제8조. 본래 노동하든 농장이 해산되는 때에는 본 지방회에서 지정하여 주는 농장으로 이접할 일.

입고 1929년 회사가 문을 닫을 때에도 그 책임을 운영상의 문제로 돌렸을 뿐 안창호에 대해

제9조. 이상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명 하에 신용보증금 10원을 받아 둘 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을 만큼 그에 대한 신임이 컸었다.

제10조. 신용보증금은 각 농장 경찰소 재무가 맡아 둘 일.

안창호가 가장 오랫동안 체류한 곳은 한인동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메리다였다. 그는

제11조. 벌측을 항거하는 자에게는 신용보증금 중에서 벌금을 받고 과실이 없어 부득이 다른 농장으

1917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5월 2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메리다에 체류하였다. 안창호는 한
인들이 노동하는 농장에 찾아가 직접 에네껜 잎을 따면서 애국심과 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

로 이거하는 자에게는 신용보증금을 도로 내어 줄 일.
제12조. 어느 농장으로 가든지 해 지방 경찰은 먼저 보증금 10원을 받은 후에 노동을 허락할 일.50)

다. 또 그는 세계정세와 한국독립운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일치단결을 강조하여, 느슨해 있던
멕시코한인사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한인들의 생활방식을 선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성실한 노동을 통해 농장주로부터 한인들에 대한 신용을 확보하는 일은 한인생활의 안정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한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일인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
였다. 위의 노동규정은 자체의 처벌규정이 크게 강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벌금형을

48)『도산안창호전집』제5권, 2000, 862~866쪽.
49) 북미실업주식회사는 미주한인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안창호를 비롯해 송종익·맹종호·김인수·정봉규·임준기·김사
원·조성화 등의 발기로 1917년 1월 로스엔젤레스에 설립한 것으로, 이 회사에 투자된 총자본금은 95,000달러였고 주당 이
, 키스스프링, 1985, 105~111쪽) 1920년 대홍수로 투자한 농사가 큰 타격을 입
자는 15전 1리 6모였다.(이상수,『송철회고록』
은 후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주주들의 소송이 뒤이으면서 1929년 11월 30일일자로 북미실업주식회사는 파산하였다.(
『신한민

하였다.
한편 노동의 질적인 문제 외에 한인들간의 노동을 중개하는 노동주무원에 대한 문제도 노동
50)『신한민보』
, 1918년 2월 21일,「잡기금지법을 부쳐 기록」
.

)
, 1929. 10. 31,「북미실업주식회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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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과제였다. 그리하여 노동주무원의 불법행위를 막고 한인노동의 신
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메리다지방회는 1918년 2월 다음의 노동주무원 단속법을 제정, 발표하
였다.

3) 생활풍속 개선활동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한인사회에 남아 있는 악습을 교정한 일이
었다. 조혼풍습은 조선시대의 고유 관습이었으나 멕시코한인사회의 경우 남녀 성비(性比)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에 만연하고 있었다. 하와이 한인이민의 경우 1910년 인구조사 통계에 따

1. 노동주무자로 각 농장 주무원들이 약정한 노동신용보호규정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벌금 10

르면 하와이 한인의 총수가 4,533명(이중 362명은 하와이에 출생)이었는데 그 중 남자가
3,931명이고 여자가 602명으로 남녀비율이 6.5:1이었다.54) 미혼남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

원(묵화) 이상 20원 이하에 처할 일.
2. 각 농장 주무원은 제1관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 20원을 내어 본 지방 재무에게 임치할 일.

고 결혼대상의 여자들의 수가 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1910년부터 1924년 동양

3. 노동주무원이 그 사무를 사면할 때에는 그 보증금 20원을 도로 내어 줄 일.

인이민이 금지되기까지 사진신부의 풍조가 일기 시작하여 이 기간동안 약 700여 명의 국내

4. 주무원이 범법하고 벌칙 불복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벌금으로 받고 농주회에 교섭하여 다시 십장

여성들이 하와이로 건너와 한인 이민자들과 결혼하였다. 하와이로 건너온 사진신부는 중개인

51)

사무를 보지 못하게 할 일.

의 설명과 달라 결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하와이 한인사
회가 점차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간 것으로 보아 사진신부의 도미(渡美)가 역기능보다 순기

이 또한 벌금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첫째 조항은 노동계약금을 내지

능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않거나 노동신용보호규정을 어기고 자의로 노동을 하는 자, 또는 해 지방 경찰원의 명령을 불

그런데 멕시코한인사회는 이런 사진신부를 실행할 수 없었다. 멕시코로 이민 간 직후 이미

복하는 자에 대해 보다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주무원에 대한 관리규정의 제

국내에선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노예처럼’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다.

정으로 한인 노동자와 노동주무원 사이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대한제국정부도 멕시코이민의 허가가 잘못되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1905년 8월 13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메리다지방회는 한인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월연금을 내고 등록시킨

일 멕시코정부에 전문을 보내 한인들이 생명과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워싱턴주

뒤 노동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노동증명서의 발급은 한인노동자들의 높아진 위상과 신용의 증

재 대한제국 공사 김윤정은 동년 9월 15일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대한제국

거가 되는 것으로 메리다지방회와 한인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효과를 주었다. 메리다지방회는

정부가 고통에 처해있는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을 귀국시키려 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

이를 더욱 엄중히 실행하기 위해 1918년 10월 노동증명서를 출급할 때에 월연금 영수증이 없

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17일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의 체결로 멕시코와

는 자에게는 노동증명서를 허락지 않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세 가지 조항을 결정하였다.

대한제국간의 교섭이 무산되면서 멕시코한인들의 처지는 완전히 방치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하와이이민자의 경우처럼 사진신부를 이용해 국내의 여성들을 멕시코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1) 노동증서는 당삭 월연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효력이 있을 일.
2) 다른 지방으로부터 본 지방에 들어 온 동포의 노동증서를 상고하여 없으면 본 지방의 노동증서를
내어주고, 있더라도 당삭 월연금 영수증이 없으면 그 증서는 무효로 돌릴 일.
52)

3) 노동증서를 요구할 때에 당삭 월연금을 내면 이를 허락할 일.

불가능하였다.
1906년 3월 9일 유카탄주정부에서 각 농장에서 분포되어 있는 한인들의 실태를 조사한 보
고서에 따르면 1,018명의 한인들이 23명의 농장주가 소유한 32개의 농장에서 노동 중에 있었
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에서 볼 때 4년간의 노동계약시 한인이민자들은 23명의 농장주가 갖고 있는 32개의

메리다지방회는 이러한 노동증명서법을 강력히 시행하기 위해 자체 법무부의 조사를 통해
위반한 노동주무원과 한인노동자에 대해 벌금 5원을 징수하기로 하였다.53)

농장에서 흩어져 노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55) 또 1906년 당시 멕시코 내에 있던 전체
한인들의 수는 총 1,018명이나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22명과 농장에서 도망한 27명을
제외하고 각 농장에 분포되어 있는 한인들의 총수는 969명이며 그중 노동자의 수가 722명,

, 1918년 3월 14일,「노동주무단속법」
51)『신한민보』

54) 이덕희,『하와이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중앙M&B, 2003, 121~122쪽.

52)『신한민보』
, 1918년 11월 7일,「회보」
.

55) 32개의 농장에 다 분산,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운데 일부 농장은 빠진 채 배치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앞의
표에서 언급된 32개의 농장들은 한인이민자들이 노동했던 초창기의 농장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름들이다.

53)『신한민보』
, 1918년 11월 28일,「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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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인노동자 현황(1906년 3월 현재)

부녀자 및 아이들이 247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약 54% 이상의 한인이민자들은 국내에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홀로 건

순번

농

장

주

농 장 이 름

한인
노동자 수

부녀자와 아
이들을 포함

Yaxche

39

66

1

Augusto L. Peon

2

E. Escalante P.

Xtepen / Tesis

75

85

3

Pedro Peon C.

Texan / Kohobehakan

13

14

4

David Casres

Kancahchen

10

18

5

Alvino Manzales

S. Francisco

27

34

6

Atilano Gonzales

Santa Cruz

11

11

7

Antonio Bolio G.

Cholul / Hunkanab / Chochola

53

67

8

Emilio Garcia

S. Diego / Xoclan

25

40

9

Gral. F. Canton

Sozil / San Enricue

48

64

10

Rogelio Suarez

Nohuayum

9

12

11

Sres. Camara Z.

Xuku / Izincab

50

62

12

Jose Espinosa

Chinkila

35

44

13

Raimundo Camara P.

Tekik

20

30

14

Julian Carrillo

Tepich

6

6

15

Liborio Cervera

Santa Rosa

22

28

16

Onesimo Martinez

Santa Rita

16

16

17

Audomaro Molina

Xcumpich

10

12

18

Ignacio Baquoiro

Polaban

9

9

19

Domingo Evia

S. Antonio

10

10

20

E. Escalante S. A.

Cuyo

15

20

21

Peon de Regil Hnos.

S. Antonio / Chenche

93

130

22

Olegario Molina

Sanahtah / Chocho

60

94

23

Rafael Peon

Chuchumil

66

87

계

722

969

소
질
도

병

사

망

망

총

66

면서 절반이상의 한인이민자들이 가정도 없이 혼자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유로 한인들 사이에는 어린 여자를 두고 조혼의 풍습이 일어나게 되어 한인사회를 어
지럽히는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때마침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한인들의 조혼풍습
은 신망있는 문명인으로 살려는 한인들에게 장애물로 간주되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폐습으로
낙인찍혔다. 이리하여 1918년 2월 메리다지방회는 통상회를 개최하고 다음의 조혼금지령을
발표하였다.
•우리 재묵한인사회에 혼인의 도가 매우 암매하여 조혼의 악습이 성행히고 심한 자는 처첩을 두는
일도 있으니 불완전한 혼인으로 인해 생기는 폐회를 막아야 할 실정이다.
•겨우 12살이 지난 여자를 남자 20세 혹은 30세 된 자와 결혼하며 아내를 두고 또 첩을 얻어서 양방
의 불평을 일으키는 이는 오직 가정의 불행일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악현상이라.57)

이어서 메리다지방회는 조혼의 폐풍을 교정치 아니하면 우리 재묵동포가 장차 패망에 떨어
지겠음으로 다음 9개조의 개량혼인법을 제정, 반포하니 삼가 준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제1조. 남자의 혼인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함.
제2조. 여자의 혼인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정함.
제3조. 이상 성년자의 결혼이라도 반드시 국민회의 혼인증서를 얻은 후에 결혼 할 것이오 사사로이
결혼함을 허락지 아니함.
제4조. 혼인증서에 신랑 신부가 친수로 서명케 할 일.
제5조. 신랑 신부의 부모 혹은 감독자와 친구가 정당한 혼인으로 보증하여 혼인증서에 서명케 함.
제6조. 이상 제3·제4·제5조를 의지한 법률상 결혼이라도 예배당이나 혹 국민회 법무원 앞에서 하나
님께 맹세하는 예식을 거행한 후에 완전한 부부가 되게 함.
제7조. 그 부모가 그 자녀의 혼취를 강제로 행치 못 할 일.
제8조. 환부와 과부의 혼인이라도 사사로이 합하지 말고 이상 맹약의 법규를 의지하여 결혼할 일.

자

22

자

27

56) 가족 전체가 이민온 경우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할 경우 한 가정당 3~4명 정도로 계산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녀자와 아이

계

1,018

들을 포함한 247명에 대한 가장(家長)의 수는 61명 82명 정도로 추산된다. 가장의 수를 최대치인 82명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출처 :“1906년 3월 9일자 한인실태보고서”(메리다역사문서보관소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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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온 기혼자들이었거나 아니면 미혼남자로 볼 수 있다.56) 노동계약이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나

247명을 더하면 329명이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393명(722명 - 329명 = 393명, 전체의 54%)은 모두 국내에 부인과 자
식들을 두고 온 홀아비이든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로 볼 수 있다.
, 1918년 3월21일,「메리다지방회는 개량혼인법을 발표」
.
57)『신한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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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상 혼인법을 어기고 결혼하는 자는 간음한 일례로 처벌할 일.58)

1. 제1차로 범과하는 자에게는 견책에 처할 일.
2. 제2차로 범과하는 자에게는 10원 벌금에 처할 일.
3. 제3차로 범과하는 자에게는 벌금 20원에 처하고 또 2일 이상 6일 이하의 금족(禁足)에 처할 일. (금
족은 낮에는 해 지방 경찰원이나 대리인이 대동하고 노동케 할지며, 음식 때에는 경찰원의 허락을
얻어 오직 주방에 출입케 하며, 그 밖에는 경찰소에 머물러 두어 임의로 출입함을 허락지 아니함)
4. 경찰원과 법무원의 공판을 항거하고 일향 잡기하는 자는 본 지방관청에 교섭, 징치할 일.61)

4) 잡지발간
안창호의 멕시코방문 이후 또 하나의 결실은 멕시코한인사회 최초의 잡지로 평가되는『단계
(檀界)』
라는 월간 잡지를 발간한 일이다.『단계』
는 메리다지방회가 1918년 12월 초 창간한 것
으로 보이며 발간 목적은 한인들의 단결력 제고와 지식의 확충에 두었다.62) 현재까지『단계』
에 대한 실물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그 내용과 성격을 제대로 살피기란 어렵다. 신한민보사에
서『단계』
의 내용을 매우 아름다운 잡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63)『단계』
는 멕시코 한인들의
교양증진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매체였던 것 같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
발발 이후 독립운동의 기운이 미주한인사회에 고조되면서 이 잡지의 역할과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되어,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가 발급한 혼인증명서

맺음말 : 신생활운동의 쇠퇴와 의미

이같은 혼인법이 제정된 이후 한인사회의 혼인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예컨대 메
리다지방회는 1918년 9월 1일 문무봉의 결혼청혼을 퇴각시켰다. 박춘삼의 의자(義子) 문부봉

멕시코 한인사회의 신생활운동은 조직된 힘에서 출발한다. 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국민

(18세)과 현항건씨의 영애(10세)가 결혼허가를 요청했는데 현행 혼인법의 위반임을 들어 퇴각

회 메리다지방회를 비롯해 여러 지방회와 경찰소, 통신사무소 등이 조직되었고, 한인학교도

결정하였다. 풍기를 교정하려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당시 한인사회는 매우 당연한 일로 받아

설립되어 한인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한인사회는 한인들의 노동과

들였다.

생활풍습을 개량하며 생활의 질을 제고시켜 주었다. 반면 멕시코 한인사회의 조직이 약화되

59)

혼인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한인사회의 과제는 잡기 및 아편문제였다. 1910년 1
월 메리다지방회는 아편을 상습 복용하고 회규를 위반한 것을 들어 최기창의 회원직을 박탈

면 그 반대의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만큼 신생활운동의 성과는 한인사회의 조직력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하였는데 한인사회에 아편복용을 비롯해 각종 도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따라

4년간의 노동계약에서 해방된 한인들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각지에 분산되었다.

메리다지방회는 1918년 2월 6일 아래의 잡기금지법을 제정하여 그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한인

분산되어 있었지만 한인들은 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가는 곳마다 지방회와 경찰

들로 하여금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였다.

소 그리고, 한인학교 등을 세워 스스로를 개선하고 노동신용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였다.

60)

58) 위와 같음.

, 1918년 2월 21일,「멕시코」
.
61)『신한민보』

, 1918년 10월 3일,「멕시코」; 10월 10일「회보」
.
59)『신한민보』

62)『신한민보』
, 1918년 12월 19일,「멕시코회원의 처음 발간하는 잡지」
.

60)『신한민보』
, 1910년 6월 1일,

63)『신한민보』
, 1919년 7월 8일,「잡보」:“단계 제7호의 새 면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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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전 멕시코 한인의 신생활운동

한인사회의 조직력이 가장 힘을 발휘한 때는 1915년부터 불어온 에네껜 경기산업의 호전이

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많은 한인들이 메리다를 중심으로 한 유카탄으로 대거 몰려들었고

이민 1세대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은 여전히 불변하였지만67) 1세대 인구의 노령화와 자연

메리다지방회는 한인사회의 지도자적 위치로 활동할 수 있었다.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시기가

감소로 그 영향력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대신 증가하는 2세대와 3세대의 사정은 점차

멕시코 한인경제 사정이 가장 좋은 때였던 만큼 그의 방문에 발맞추어 한인사회의 지도력도

멕시코사회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한인 성비(性比)의 극심한 불균형과 수급부족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로 나타난 멕시코 현지인들과의 결혼은 한인 2세대와 3세대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키

이러한 호경기는 1917년 절정을 이루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네껜 산업이 몰락하

는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자 한인사회의 조직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우선 1921년 3월 쿠바로 한인 노동자들이 대거

따라서 4년간의 노동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작된 한인사회의 조직과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신

이주하였고, 이어서 멕시코 각지로 생존을 위해 한인들이 또다시 분산되면서 한인사회를 유

용있는 한인으로 만들기 위한 신생활운동은 한인사회 내부 조직력의 약화와 외국인에게 합법

지할 자체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적인 지위를 부여한 멕시코사회의 내부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그 힘을 상실하고 말았다.

1917년 에네껜 산업이 호전할 때 메리다지방회장 김명순은 한인사회가 잘 운영되기 위한 실
64)

초기 한인이민자들에 의해 활발히 추진된 신생활운동은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지속적이지

례를 메리다지방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그는 지방회를 제대

못하였으나 한인 스스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강인한 민족운동의 일환이

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착실한 회원들의 노고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착실한 회원이

었다. 따라서 이 운동은 그 성패의 논의를 떠나 초기 한인이민자들의 사려 깊은 민족의식과

되려면 의무금, 교육금, 경찰소 출연비, 그외 찬성금 등을 합하여 매년 70~80원의 거액을 납

자주독립정신을 잘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270여 원이 필요하고 기타 의복비, 지필비, 잡비 등을 합하면 매년 400~500원이라는 거액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들의 지원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
국민회지방회 간부들의 자비로 특별의연을 해야 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1년동안 국민회 임원
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나면 의례히 200 300원의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한 개의 지방
회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설명하였다. 이처럼 가장 경기가 좋았던 1917년 당시
가 그 정도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멕시코 카르데나스 정부의 토지분배정책으로 인한 에네껜산업의 몰락과 세계대공황의 여파
로 1920년대와 30년대 멕시코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졌다.65) 한인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어 온
한인학교는 이런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타격과 함께 1928년 10월 27일 공포된 호적등본제도
와 1903년대에 시행된 민법 제30조의 개정안을 계기로 대부분 폐쇄되었다. 외국인들에게 자
녀출생신고의 길을 열어주고 멕시코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들에게 멕시코 국적을 부여한 이
법안들은 많은 한인들에게 귀화의 길을 열어주었다. 출생신고와 귀화를 계기로 그동안 지켜
온 한글 이름들이 멕시코화 된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한인 자녀들은 멕시코의 공립학교에 입
학할 수 있게 되었다.66) 한인학교의 폐쇄는 멕시코한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인들의 신망을 제고시키는 일보다 멕시코사회에 동화하여 생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 시
64)『신한민보』
, 1917년 8월 23일,「유카탄 국민회를 이렇게 보존했소」
.
65) 이자경, 앞의 책, 366~367쪽.
66) 그런데 한인 2세대들은 멕시코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와 입학 거부, 독립 후
귀국할 계획을 가졌던 한인 1세대들의 민족의식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잘 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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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Mexico)
1 티후아나(Tijuana)
2 탐피코(Tampico)

3 멕시코 시티 (Mexico D. F.)

4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
5 아구아 둘세(Agua Dulce)

6 후안 디아스 코바르루비아스
(Juan Diaz Covarrubias)

7 캄페체(Campeche)·참포톤
8 (Champoton)

메리다(Merida)

1. 티후아나(Tijuana)
티후아나는 멕시코 북서쪽 연안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주에 위치한 국경도시
이다. 바하 칼리포르니아는 1887년 연방구역이 되었고 처음에는 엔세나다(Ensenada)를 주
도(州都)로 했다가 멕히칼리(Mexicali)로 옮겼으며, 1952년 주가 되었다. 남쪽에 새로 생긴 바
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와 구별하기 위해 1974년 바하 칼리포르니아 노르테로 변경했다가
1979년 다시 원 이름으로 되돌아왔다. 1960년대 후반이후 도로가 포장되면서 소노라 주 등
인근의 멕시코 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바하 칼리포르니아는 미국 서부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즉. 미국과의 국경도시인 멕히
칼리, 티후아나, 엔세나다 등은 20세기에 들어 크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시장
과 가까이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미국시장을 겨냥한 목화, 밀, 포도 등의
농업과 식품가공, 생선통조림, 맥주, 포도주, 비누 제조업 등의 산업이 성장하였고, 무엇보다
미국의 배후 관광지와 휴양지로써의 입지 조건이 탁월하였다.

▲ 티후아나의 상징 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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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Tijuana)

1946년 멕시코시티의 김기용의 맏아들 김은성, 1947년 8월경 체투말에서 장사하던 김기창
부부가 이미 그곳에 진출한 이돈희(잡화점 경영)의 둘째딸(외손녀)을 데리고 떠났고, 1950년
경 메리다의 양희용이, 1957년 3월 27일 메리다의 청년 6명[김정식의 둘째딸 김에데(16세),
김정욱의 맏아들 김세계(26세), 김태식의 다섯째 딸 김로사(16세), 박선관의 손녀 박로사(15
세), 정학조의 맏딸 정엘레나(23세)]이 이곳에 이주하였다.
티후아나의 초기 한인들은 대부분 식료품점 등 상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다. 경제적
으로 안정되면서 메리다 등지에 거주하던 친인척들을 티후아나로 불러들였고 이들이 오늘날
티후아나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되었다. 현재 티후아나에는 한인 후손 1,000~1,500
명 정도가 있으며 한인사회를 형성, 유지하면서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후손들과 달리 최근에 티후아나로 들어온 한국인들로 인해 새로운 한
인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마킬라도라가 활성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 한국의 현대정공, 삼성
전자, 삼성정공 등의 대기업과 하청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티후아나에 살게
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의 모임이 늘고 있는데 기존 한인 이민 후손들과의 교류
는 거의 없는 편이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언어장벽 때문이라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편,『멕
시코한인동포의 생활문화』
, 2004, 26~29쪽 참조)
▲ 티후아나 시내의 전경

1940년대와 50년대까지만 해도 밀, 보리, 포도 등을 재배하여 수출하는 인구 6만명의 농업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국인을 상대로 관광과 유흥업소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급속히 발전하
였다. 이 시기에 멕시코 유카탄에 살던 한인들이 티후아나로 본격적으로 이주하였다.
오늘날 티후아나는 미국 관광객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멕시코로 갈 때 이용하는 주요 통로이
다. 여전히 투우, 하아알리아(스페인의 대표적인 옥내구기), 경마, 개 경주 등이 성행하고 있
으며, 시내 중심가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멕시코 특산 피혁제품, 솜브레로, 토산품 가게들
이 즐비해 있다.
최근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기업 등이 빠른 속도로 티후아나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1994
년 나프타(NAFTA) 발효의 영향 등으로 티후아나는 마킬라(Maquila)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티후아나는 이곳에서 일자를 찾거나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한 밀입
국자들이 몰리면서 시의 외곽에는 이들이 세운 흐름한 주택들이 넘쳐나고 있다.
티후아나에 멕시코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는 때는 에네켄 농장의 임금이 낮아지고 물가
가 상승하던 1940년대에 시작되어 1950~6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특히 1950년 유카탄 반도
를 베라크루스와 멕시코시티로 연결하는 철도가 완성된 후 이 길을 이용한 한인들의 이주가
급증했다. 티후아나의 초기 한인 이주자들의 이름을 보면 1937년 6월 유베나(최월봉의 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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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미국 밀입국을 방지하기 세워놓은 방벽이 보이는 티후아나 국경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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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온 하르딘(Panteon Jardin) 공동묘지

주소 : Miguel F. Martinez No.950 Zona Centro C.P.22000, Tijuana, B.C. Mexico
Tel) 664-685-9557

▲ 묘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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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등록부에 있는 한인 명단. 346번 Juana Kim(김순이, 金興順으로도 알려짐, 1885~1989 : 고희민의 부인,
고흥룡의 어머니), 348번 Elua Maria Diaz Kim, 935번 Enrique Pak Kim, 936번 Pastoria Kim Vda(미망인)
Pak 등의 한인이민자의 이름이 보인다.

▲ 묘지등록부에 있는 한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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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순 묘지(Antonio Song Kim : 189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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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 멕시코로 이민올 때 가져온 김덕기의 여권.

▲ 유일한 한글 이름의 김기용(Manuel King Yun, 1898~1964) 묘지. 김기용은 김덕기(金德琪, Jose
King)와 마리아 윤(Maria Yun) 사이의 장남이다. 그의 부친 김덕기는 김기용과 동생 김학용(페드로

▲ 김덕기의 둘째 아들 김학용(Pedro King Yun, 1903~1984)의 금혼식 때의 가족. 뒷줄 왼쪽부터 이그나사오,

킹 윤)을 데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로 이민왔다. 이후 김덕기는 멕시코에서 마리아, 펠리페,

큰 사위 페드로 총, 페드로 헤나로, 사라 리, 아이다, 이스마엘, 후디트, 미르난, 루이스 앞줄 왼쪽부터 로사,

페르난도를 더 낳았다.

마틸데 찬, 페드로 킹 윤, 마르시아, 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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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디아스 코로나(Pedro Diaz Corona, 1931년생, 티후아나 한국명예영사)의 가족묘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의 가족은 그의 할머니 마리아 리사마(Maria Lizana)가 남편과 두아
들 안토니오(Anionio Y Diaz)와 페드로(Pedro Y Diaz)를 데리고 멕시코로 이민왔다. 멕시코
에 온 남편이 일찍 죽자 마누엘(Manuel Y Diaz)과 재혼해 미레야(Mireya Y Diaz), 호세
(Jpse Y Diaz), 엘비아(Elvia Yi Diaz), 엘리아느(Elias Yi Donoy), 에디트(Edith Y Diaz),
마르티나(Martina Y Diaz), 파니(Fanny Y Diaz)를 낳았다.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의 부친 페
드로 이 디아스(1904~1959)는 1944년 티후아나에 와서 장사를 통해 큰 부자가 되었다. 그의
형제는 밑으로 로이다(Loyda, 1949년생), 아나 마리아(Ana Maria, 1951년생), 알베르토
(Alverto, 1953년생)가 있다.

▲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 명예영사와 그의 집.‘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이라는 푯말이 걸려 있다.

▲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의 가족 묘지터

▲ 페드로 이 디아스(1904~1959,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의 부친)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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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로 이 디아스의 어머니 마리아(1878~1964) 묘지

▲ 티후아나 한인회장 시절의 페드로 디아스 코로
나 명예영사와 그의 부인 로사 마리아 킴(Rose
Maria Kim)

▲ 마르티나 이 디아스(1921~1981)

▲ 젊은 시절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 부부의 어린 자녀들. 왼쪽부터 페드로,

▲ 엘비아 디아스 킴(193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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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 한인회관
1960년대부터 티후아나에 본격적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면서 1970년대에 한인회가 자생적
으로 조직되었다. 현재의 한인회는 197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식 명칭은 바하 칼리
포르니아 한인회(Centro Social Coreano Baja California A.C.)이다. 초대 등기 이사는 다
음과 같다.
회장 :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Pedro Diaz Corona)
부회장 : 알폰소 킵 히엔(Alfonso Kom Gien)
사무총장 ; 엘비아 디아스 킴(Elvia Diaz Kim)
재무부장 : 헤나로 킹(Genaro King)
이사 : 엘리아스 이 도노이(Elias Yi Donoy)

▲ 안토니오 콩 함(1890~1977) 묘지

▲ 파스토리아 킴(~1974. 8. 25)묘지

▲ 1970년대 초에 건립된 티후아나 한인회관
▲ 후아니타 킴(188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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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의 설립목적은 한인 후손들을 결집시키고 친목을 도모하며 문화활동을 통해 한인 정

티후아나 한인회의 역대 회장 명단과 재임기간

체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또 모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도모해 한인후손들의 발전을 꾀하려

1. Pedro Diaz Corona(1976~1979)

는데 있었다.

2. Alfonso Kim Gien(1979~1981)

한인회는 1980년대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금요일은 정기회의의 형식

3. William Yu Cong(1981~1982)

이고 일요일은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모임이었다. 일요일이 되면 각 가정에서 가져온 음식을

4. Alfredo Kim(1982~1983)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멕시코 전통놀이인 피냐타를, 어른

5. Manuel Esquivel Gutierrez(1983~1984)

들은 도미노와 포커 등 카드놀이를 주로 하였다. 아울러 한인들을 위한 경연대회, 초청강연

6. Margarita king ham(1984~1985)

회, 각종 댄스대회 등 사회 및 문화활동도 실시하였다. 한인 후손들은 금요일과 일요일의 모

7. Fermin Kin Kong(1985~1987)

임 외에 한인회관에서 토너먼트 형식의 도미노게임을 위해‘도미노클럽’
이라는 비공식 모임

8. Ligia Araceli King kim(1987~1989)

을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가져왔다. 한인회의 운영은 건물 임대차 수익과 회원들의 회비(50

9. Sergio Lee(1989~1991)

페소)를 통해 운영되었으나 한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활동여력이 다소 축소되기도

10. Manuel Hernandez Herrera(1991~1993)

하였다.

11. Raul Gonzalez Villegas(1993~1995)
12. Elias Yi Donoy(1995~1997)
13. G. Rafaela Hernindez Corona(1997~1999)
14. Fermin Kin King(1999~현재)
2004년도 한인회의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 Fermin Kin King
부회장 : Ligia King Kim
사무총장(secretario) : Alicia Hernandez
재무부장(tesorero) : Elide King
이사(vocal) : Jorge Enriquez

▲ 1970년대 한인회의 행사모습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성금모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멕시코 한인 후손들을 위한 빈민구제
사업과 각종 문화행사를 하였다.
▶ 왼쪽부터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 명예영사, 페르
민 킨의 딸, 페르민 킨(현 티후아나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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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후아나의 명예영사인 한인 3세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는 1944년 메리다에서 티후아나로
이주한 이후 1970년대 중반 주멕시코 대사 이창희 대사의 제의에 의해 대한민국의 명예영사
가 되었다. 현재까지 종신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명예영사직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
고 있으며 그의 집에는 대한민국 명예영사관이라는 푯말이 붙어있다. 티후아나 지역에는 23
개의 영사관이 있는데 현 디아스 코로나 영사는 23명으로 구성된 영사협의회의 회장직을 맡
고 있다. 이 영사협의회는 매월 모임을 갖고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대화와 식사
를 나눈다고 한다. 디아스 코로나 명예영사가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로 강정부가 영사
관 서기관의 직함으로 일을 돕고 있다. 강정부는 1972년 멕시코로 유학 온 후 1974년 티후아
나에 정착하면서 1975년부터 코로나 명예영사를 돕고 있다.

▲ 한국정부로부터 명예영사직을 수여받고 있는 페드로 디아스 코로나 한인회장

▲ 티후아나 한인회의 주도로 개최된 2005년 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6. 18~2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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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후손 최초의 여의사 닐다 야네스 킴(Nilda Llanes Kim)

닐다 야네스는 멕시코시티 국립공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는데, 이는 멕시코 한인 후손 중
여자로는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한 것이었다. 닐다 야네스는 1976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티

닐다 야네스는 양희용(Manuel Llanes Choo, 1902-1987)와 김대순(金大順, Ana Maria
Kim, 1907~1995) 사이의 둘째 딸이다. 그의 부친 양희용(양재호 梁在浩)와 마리아 조 사이의

후아나에서 5년간 개업을 하였고 다시 멕시코시티의 멕시코국립대학교에서 4년동안 안과를
전공하여, 현재 안과병원을 개업 중이다.

첫째 아들)은 부친을 따라 멕시코로 이민온 뒤 유카탄 차팝지방의 시티깝첸 농장에서 살았고
메리다로 나가서 소형 식료품점과 구두점을 경영하였다. 국민회 메리다지방회의 총무와 집행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국민회 메리다지방회의 핵심인물인 이종오(李鍾旿)의 가족과는 시
티깝첸에서부터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1950년 양희용이 메리다를 떠나 홀로 티후아나로 건
너온 뒤 온 가족이 티후아나에 정착하게 되었다.

▲ 티후아나에서 UN의 날을 기념하는 한인 대표.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양희용(Manuel Llanes, 닐다 야네스의 부친),
이멜다 김(Imelda Kim), 주디쓰 야네스(Judith Llanes)
▶ 자신의 안과병원에서 집무
중인 닐다 야네스 킴(Nilda
Llanes Kim, 1938년생)

▲ 멕시코 한인 후손 최초의 여의사 닐다 야네스 킴의 학위증과 의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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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피코(Tampico)
탐피코는 베라크루스주의 최북
단에 위치한 유전 항구도시이다.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이 곳
으로 들어온 시기는 오학기나지
방회가 해산된 뒤 최창선, 윤은섭
등이 이주하면서부터였다. 1917
년 당시 통신원은 김영호였고 안
창호가 멕시코 한인들을 방문할
때 베라크루스를 거쳐 이 곳에 도
착했는데 김익주 가족 등 20여
명의 한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

▲ 탐피코 호수공원

았다. 김익주를 비롯한 탐피코의 한인들은 음식점과 얼음물 장사 등으로 생업을 꾸려갔다.
탐피코 한인들의 주요 활동을 보면, 1918년 10월『신한민보』신문기계 구입을 위한 의연금
으로 박기연 부인 7원 50전·김익주 부인·김영호 부인이 각 5원을 납부하였다. 의무금으로
한용석·박기원·최창화·김동철·윤은섭·김익주가 납부하였고 기타 비용 등을 합해 총 42
원 50전(미화)를 신한민보사와 대한인국민회북미지방총회로 보냈다. 1920~1930년대는 지방
회의 성격을 갖추었고 매달 인구세와 의무금을 합해 1원 50전씩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탐
피코지방회의 우편 주소는‘Apartado No.560’
이었고 인구는 남자 26명, 여자 13명, 아동
26명 등 총 59명이었다. 만보산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만주 내 한인동포들의 구제를 위해 구
제금 34원(미화 13달러)을 모금했다.
1926년부터 1933년까지의 탐피코지방회
장은 최창선(1926, 1929), 박경선(1927),
한구선(1930), 방영화(1933)이다. 이 시기
지방회 간부로 활동한 인물은 김익주·김
수권, 이건세, 이귀봉, 김동필·김진광·이
재경·이서경·차순덕·강호영 등이다.
1929년도 한인들의 직업은 아이스크림 장
사 2명, 화장품 제조업 1명, 화장품 행상 4
명, 사탕수수와 치끌레 5명, 양화행상 1명,

▲ 탐피코 중앙공원

운전수 1명, 숯장사 1명 등이었다. 1946년 11월 당시 탐피코의 한인 인구는 남자 7명(강호영·
김치환·한영석·김치도·이호세 등)과 여자 6명이었고, 차순재는 1945년 봄 신병치료차 멕
시코시티로 이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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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의 식당이 있던 중앙(Centro)광장

김익주(1873~1955, Joaquin Kim Lee)는 평양에서 출생하여 기독교 전도사로 활동하다 부
인 백곤차와 함께 1905년 멕시코로 이민갔다. 탐피코에서 2층으로 된 한옥 모양의 식당을 지
어 운영하였고 1917년 탐피코지방회의 파출위원, 이후 지방회장 등을 역임했다. 3·1운동 시
기 독립운동 의연금 모금에 앞장섰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적십자사의 활동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멕시코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30년 묵경자성
단을 조직했고 멕시코시티(묵경)지방회의 원로로 활동했다.

▲ 김익주와 그가 지은 한옥식 정자 식당

▲ 센트로 광장 주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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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공원 옆에 있는 탐피코시 청사

▲ 김익주의 식당이 있던 중앙공원과 그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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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촌이 있던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거리

▲ 타마울리파스(Tamaulipas)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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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피코 항구와 호수공원

멕시코 남양알로에 Aloe Corp.

▲ 탐피코 강을 통해 상품과 사람들이 왕래했던 탐피코 항구

▲ 멕시코에 있는 한국 남양알로에 농장 Aloe Corp. 탐피코 시내에서 약 2시간 30분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편의상 탐피코 농장
으로 불린다. 전체 면적 380ha이며, 280명의 멕시코인 근무하고 있는 최신식 알로에 공장이다. 하루 20,000kg의 알로에 젤리
와 엑기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을 미국 휴스턴의 가공 공장으로 가져가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제조
한다. 깨끗한 근무환경과 훌륭한 복지환경으로 인해 멕시코 현지 사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탐피코의 알로에 농장을
볼 때 과거 100년전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은 멕시코인 농장주에 예속되어 에네껜 잎을 수확했으나, 지금은 성공한 한국인들이
▲ 탐피코 중심가에 있는 호수공원. 이 곳에서 한인 이민자들이 각종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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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 시티 (Mexico D. F.)
멕시코 시티는 미주 한인들에게 묵경(墨京)으로 잘 알려진 멕시코의 현 수도이다. 이 도시는
1352년 경 아즈텍족에 의해 아즈텍이라는 도시국가가 건설된 곳이며 아나우악(Anauac)고원
으로 불렸다. 그런데 아즈텍제국은 목테수마(Moctezuma) 2세 때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
(Herman Cortes)의 침입을 받은 후 마지막 왕 쿠아테목(Cuatemoc) 군대가 패함으로서
1521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아즈텍의 모든 신전들을 철저히 파괴되었고 수호
신이었던 피라미드신전 자리(현재 멕시코시티의 Zocalo 자리)는 1537년 대성당이 건축되어
스페인 식민지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멕시코시티에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 묵경지방회가 설립된 것은 1911년이다. 한인 인구는
1915년까지 10여 명 정도였고 1916년에도 13명에 불과하는 등 대체로 1910년대는 20~30명
을 넘지 않았다. 1915년도 묵경지방회 임원들은 회장 이성로,부회장 이건세, 총무 이경재, 서
기 겸 재무 이인녀, 학무원 김익주, 법무원 박진형, 구제원 김명화, 외교 이병흔, 사찰 엄주
환·한용성이고 이근영이 신한민보사의 통신원 자격으로 있었다. 1917년도 지방회 임원은 회
장 최창선, 부회장 이경재, 서기 이인녀, 대의원 김동현이었다. 같은 해 10월 27일 안창호가
묵경에 도착해서 이곳 한인들의 환영을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다시 이 곳을 들러
이인녀와 서온 사이에 일어난 집세문제를 해결해 주고 돌아갔다.

▲ 멕시코시티 연방정부 청사가 있는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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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에 들면서 유카탄 주의 에네껜 농장 근무가 어려워진 한인들이 대거 멕시코 시티로

김익주 가족

이주해 오면서 1926년에는 5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시계점을 운영하던 이순녀(李順
汝)가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성공하여 실질적인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순녀는 1929

김익주(1873 1955, Joaquin Kim Lee)의 자녀는 큰 아들 김동철(Jose Kim Peck), 딸 마리

년 당시 1년 총수입이 4만원에 이르렀고 자동차도 갖고 있었다. 그의 상점의 이름은‘La

아 킴(Maria Kim Peck, 김수권의 부인), 둘째 아들 김동필(Francisco Kim Peck, 1906~

Coreana’
였다. 1919년 미국 중가주에서 신부감을 찾으로 멕시코 시티로 온 김수권(후에 김익

1990)이 있다. 김동철은 한국에서 태어나 14~15세경 아버지와 함께 멕시코로 이민왔고, 기독

주의 사위가 됨)이 있었다. 1921년 상해에서 미국 유학을 위해 이 곳에 온 많은 유학생들 가운

교 전도사로 활동했다. 김동필의 아들로 장남 데이빗 킴(김성완)과 차남 아벨 킴(김재완, Abel

데 황보영주는 정착하여 묵경지방회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였다. 1927년도 묵경지방회의 임원

Kim Kong, 1940년생, 3세)이 있고, 마리아 킴의 자녀는 첫째 아들 Adolfo Kim(김창수), 둘

은 회장 이인녀, 부회장 김상옥, 총무 이경재, 서기 황보영주, 학무원 및 외교원 한종원 등이

째 아들 Rodolfo Kim(김수명), 딸 Elena Kim(김윤인)이 있다.

다. 1929년 당시 한인 인구는 남자 30명, 여자 22명, 아동 22명 등 총 74명이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 기존의 묵경지방회가 해산되고‘묵경자성단(단장 김익주)’
이 조직되었
다. 원인은 이강산이 쓴「묵국 한인의 별풍속」
이라는 글이『신한민보』
(1930.1.30)에 실린 글
때문이었다. 멕시코 한인들을 모욕했다고 생각한 멕시코 한인들은『신한민보』
에 강력히 항의
하였고 편집인 백일규가 1930년 3월 20일자에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지방회가 복설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묵경자성단은 그 이후 1935년까지 존속되었고 북미대한인국
민회의 합동운동을 계기로 그해 6월 묵경지방회에 합동된 후 해산되었다. 1938년 당시 한인
인구는 112명(남자 64명, 여자 48명)으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 묵경지방회장은 이경재
(1930), 이성도(1931), 이용순(1932), 황보영주(1933), 박경선(1934), 김수권(1935) 등이고 이
동휘(이용순의 아들)는 1937년도 묵경한인청년회장을 역임하였다.
미일전쟁이 개전된 직후 묵경지방회는 회장 이순녀의 주도로 1942년 2월말 목테수마 거리
58번지에 건물을 구입하여 묵경지방회관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독립
운동을 적극 후원하여 독립금을 수납하여 지원하였고 재묵 한인의 신변보호에도 주력하였다.
재미한족연합회 집행부가 1942년 8월 29일에 거행한 현기식(懸旗式)에 따라 묵경지방회도
같은 날 내외국 인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기식을 거행했다. 이순녀와 한종원은 좌우에
장검을 들고 서있고, 총무 이건세는 태극기를, 청년회 서기 윤달순은 멕시코 국기인 삼색기를
들고 식장으로 들어가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때 이순녀는 태극기의 소중함을 설명하고 한국의
광복을 위해 멕시코 한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역설하였다.

▲ 김익주의 가족. 앞줄 왼쪽부터 김익주의 부인 백곤차, 김동필, 김익주. 뒷줄 왼쪽부터 김수권(김익주 사위), 마리아,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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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킴(David Kim)의 집

▲ 김익주와 두 아들. 왼쪽부터 김동필, 김익주, 김동철

▲ 김익주의 둘째 아들인 김동필(Francisco Kim Peck)의 장남인 데이빗 킴(David Kim, 오른쪽)과 차남 아벨 킴(Abel Kim).
아벨 킴의 손에 들고 있는 훈장은 한국정부가 그의 할아버지 김익주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어 1999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 김익주 신분증

추서하면서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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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귀화증명서(1932년)
▲김동필과 소코로의 결혼식 사진(1930. 4. 15)

▲ 소코로(Socorro Kong Yun, 공인덕의 차녀)의 가
족. 맨 왼쪽부터 레베카 윤, 릴리아, 아돌프 리(어
린아이), 란치아, 소코로

▲ 공인덕 부인 Esperanza Yung(김동필의 장모) 신분증
▲ 소코로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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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바시오 킴 문(Gervasio Kim Mun) 가족
에르바시오 킴 문(1930년생)은 1905년 멕시코로 이민온 김진옥의 3세로 그의 부친은 김승
탁(Kim Syung Tak, Jose Andres Kim Kim)인데 유카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멕시코국립
대학교 토목과를 나와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기술자와 이사로 근무한 성공한 한인 후손이며
1990년대에 멕시코시티 한인회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할아버지 김진옥은 부산 괴정동에서 살
다 50대 초반 멕시코로 이민왔다.

▲ 1905년에 멕시코 이민 온 김진옥 부부(Gervasio Kim Mun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 김승탁(에르바시오 킴 문의 부친)의 한인신분증(재미한족연합위원회 발행)

▲ 멕시코 시티의 부촌에 자리잡고 있는 Gervasio Kim Mun의 집.
주소 : Loma Del Convento #28 Col. Lomas De Tarango C.P.01620 Mexico D.F. (Tel: 651-6860)

▲ 에르바시오 킴 문(Gervasio Kim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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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바 아바나에서 문무봉이 보낸 글과 사진(1935. 2. 16)

▶ 에르바시오 킴 문의 15세 때인
1947년경 멕시코 시티에 오기전
유카탄에서 찍은 가족사진. 아버
지 김승탁(오른쪽 끝)과 어머니
(Ana Mana Mun Lee), 본인(어머
니 옆), 양아들인 Alfredo Kim(어
머니 앞)

▶ 에르바시오 어머니의 삼남매. 맨
▲ 박춘삼(Gervasio Kim Mun 어머니의 양아버지, 1876년생)과 재외국민등록증. 매년 못사는 한인 이민자들이나 후손을 찾아가
닭과 계란을 제공해 주거나 신발을 선물해 주는 등 멕시코 한인사회에 구제자선활동을 많이 한 인물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118

왼쪽부터 이모(Vitoria Mun), 어머
니, 외삼촌(Pedro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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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

▲ 코앗사코알코스의 전경

베라크루스주에 있는 코앗사코알코스는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이 1905년 5월 13일 살리나크
루소에서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다. 이 곳에 한인이민자들은 이틀을 숙박한 뒤 5월 15일 프
로그레소 항구로 출발했다.
1930년대까지 코앗사코알코스의 지명은 푸에르토 멕시코로도 불리웠고‘뱀들이 머무는 곳’
이라 하여 신들의 종착지라는 신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지역은 멕시코 유전의 개발로
1960년대부터 PEMEX(Petrolelos Mexicanos, 멕시코석유공사)가 설립되었는데 이로 인해
코앗사코알코스와 인근의 미나티틀란의 인구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었고 기존의 어업과 농업
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삶의 방식도 도시화의
물결에 따라 모두 바뀌게 되었다.
코앗사코알코스에는 멕시코만에서 발원해
테우안테펙 지협을 가로질러 와하카주의
할테펙강에 이르는 코앗사코알코스강이 멕시
코만과 이어져 흐른다. 강 위에는 하신토라라
는 풀이 떠 있고 하구에는 산호초가 둘러쳐져
있다.
코앗사코알코스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어장
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도시에서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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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공장이 처음 들어서 있던 미나티틀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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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앗사코알코스의 해변가(1970년대)

잡이를 시작한 것은 1915년 7월부터

잡힌 물고기들은 이내 배밑

김대선·윤화동·황인화·이선일 ·

창으로 옮겨졌고 때에 따라서

노덕현·정사용·김창현 등이 수천

는 보통 몇 톤씩의 물고기가

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어로사업을 시

잡히곤 했다. 다음날이 되면

작하면서다. 한인들은 처음으로 어업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내장

을 시작해 원주민들에게도 고기잡는

을 뺀 물고기들을 소금에 절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지역의 발

고, 절인 것들은 독점 상인들

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가져가도록 상자에 넣었다.

코앗사코알코스에 정착한 한인들은

이 독점 상인들은 한인 어부들

강변과 바다가 인접한 지역에 한인촌

에게 그물과 마상어를 제공해

을 형성했다. 우편구역으로는 번지수가 없는 라스 에스코예라스(Las Escolleras)로 불렸다.

준 사람들인데 한인들이 잡은 고기를 다 가져갔다. 이로 인해 한인 남자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이 곳에 대한인국민회 소속의 지방회에 설치된 것은 인근의 오학기나지방회가 해산된 1917년

생활이 충분하지 않자 한인 여자들이 생선 상점을 열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생선을 소매로 팔

6월이었으나 그 이전에 1915년 7월 경 오학기나지방회에 파견한 이근영에 의해 경찰소가 설

았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시작했다.(최병덕,『교포역설』
, 39~40쪽)

치되고 있었다. 오학기나 지방은 1912년 초 50여 명의 선발단이 도착한 이후 같은 해 말에는

현재 코앗사코알코스 지역에는 한인 후손들이 약 200여 명 살고 있다. 공인덕(Simon Kong)

300명으로 증가함으로써 한인 이동시기 가장 많은 인구가 떠나온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의 후손들인 앙헬 공 윤(ngel Kong Yun, 2세) 후안 라몬 킴 공(Juan Rmon Kim Kong, 3세)

1917년 멕시코혁명의 영향으로 이 곳 한인들이 분산되면서 오학기나지방회는 폐쇄되었고 이

등이 있으며 카롤로스 김 첸헤(Carlos Kim Chenge)와 페드로 킴(Pedro Kim)의 2세들이 살

때 다수의 한인들이 코앗사코알코스로 이주했다.

고 있다.

코앗사코알코스에서 어업활동을 한 한인들은 부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출신들이 주도하였
다. 한인들의 고기잡는 방법은 넓이 10~15센티미터, 길이 약 4킬로미터의 그물을 이용하였
다. 그물 아랫부분에는 납덩이를 매달고 윗부분에는 콜크를 매달았다. 그물을 칠 때는 고기떼
가 있는 근처에 10척 또는 그 이상의 마상이(통나무를 파서 만든 작은 배)들이 모여 있다가 물
고기들이 놀라 달아나지 않도록 50명 또는 75명의 어부들이 조용히 그물을 벌려 던졌다가 그
물 양쪽에서 동시에 잡아당겨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 현재의 코앗사코알코스 항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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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앗사코알코스강에서 고기잡이하던 1930년대의 배(위)와 잡은 고기를 절여 보관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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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기차역
한인이민자들이 살리나크루스항구를 출발해 1905년 5월 13일 처음으로 도착한 기차역이다.

▲ 1905년 당시의 코앗사코알코스 기차역

▲ 1910년대 코앗사코알코스의 기차
▲ 한인 이민자들이 도착했던 코앗스코알코스 기차정거장 자리. 현재‘단결’
의 의미를 가진‘Plaza De La Solidaridad’시민공
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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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 무에예 드 카보따헤(Muelle de Cabotaje)
한인이민자들이 코앗사코알코스를 출발해 유카탄의 프로그레소 항구로 떠난 곳이다.

▲ 1905년 당시의 코앗사코알코스 선착장

▲ 1905년 당시의 코앗사코알코스 선착장.

▲ 선착장에 있던 피어선 건물은 1913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 코앗사코알코스의 1920년대 이달고(Hidalgo)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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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이민자들이 유카탄의 프로그레스 항구로 떠나기 위해 출발했던 코앗사코알코스 항구의 선착장 무

▲ 1910년대 이후의 선착장 모습

에예 드 카보따헤(Muelle de Cabotaje). 1970년대에 새로운 선착장이 건설된 후 지금은 소규모 선착
장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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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촌

▲ 한인촌 인근에 있던 옛 마을 모습

▲ 한인들이 살았던 옛 한인촌의 약도와 항공사진. 도로가 잘 정비된 시가지와 달리 한인촌에는 도로가 없는 언덕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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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촌이 있는 Madero 거리. 옛 지명은 Barrio Escolleras였는데 지금은 Centro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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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라몬 킴(Juan Ramon Kim, 1944년생) 가족
후안라몬의 가계는 할아버지 김발명(金拔明, Pedro Kim)과 할머니 마리아 이(Maria Lee)
사이에 태어난 아버지 Juan Kim Lee와 어머니 Dolores Kong Yun(공인덕의 장녀, 김익주
차남인 김동필의 부인 소코로가 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공인덕(Simon Kong Lee)이며 외
할머니는 에스페란사 윤(Esperanza Yun)이다.
할아버지 김발명은 부산 동래출신의 어부로 멕시코로 이민와서 에네껜 농장에서 일하다가
1915년 전후 코앗사코알코스로 와서 어부생활을 하였다. 그는 제7일 안식일교인이며, 2남 7
녀를 낳았는데 셋째 딸인 엘리사베스 킴 이(Elisabeth Kim Lee, 후안 라몬 킴의 고모)이 후
안 라몬 킴의 집 인근에서 살고 있다. 후안 라몬(1944년생)은 1살 때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머
니가 어렵게 생계를 꾸려갔으며 엔지니어로 생활하다 현재 은퇴하였다.
그의 할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김익주가 이 곳까지 와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을 때 할아버지가
적극 지원해 주었다 한다. 또한 항상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들끼리 결혼할
것을 고집하였다 한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정부와 멕시코정부 모두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
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한 뒤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 김발명의 여권(1905년 3월 28일자)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 후안 라몬 킴의 3살 때 사진(1947년)

▲ 1969년 후안 라몬 킴의 결혼사진. 그의 부인은 Marisela Eli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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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 라몬의 고모 엘리사베스

▲ 외할아버지 공인덕의 후손으로 한인촌 인근에 살고 있는 후안 라몬 킴(Juan Ramon Kim의 가족과
▶ 엘리사베스의 출생증명서

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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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리아 리쿼 노(Amalia Riquer Noo) 가족

▲ Eloisa Noo Kim의 멕시코인 남편 Faustino
Riquer Uscanga

▲ 한인촌에 살고 있는 Amalia Riquer Noo 가족과 그의 집. Amalia Riquer Noo의 어머니 Eloisa Noo Kim은 멕시코인
Faustino Riquer Uscanga과 결혼하여 4명의 딸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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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lia Riquer Noo의 외할아버지 Antonio Noo Yun과 어머니 Eloisa
Noo Kim(결혼식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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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테온 무니시팔(Panteon Municipal Antiguo) 시립공동묘지
이곳에 많은 한인 후예들이 묻혀있다.

▲ 사무엘 노 킴의 묘지
▲ 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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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 라몬 킴의 부모인 후안 킴 이와 그의 부인 돌로레스 콩 윤의 묘지

▲ 공인덕 묘지. 1950년 11월 29일에 작고하였다.

▲ 에스페란스 윤 콩(공인덕의 부인) 묘지

▲ 공인덕 묘지와 함께 있는 사라 쿠 콩 묘지

▲ 마리아 킴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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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구아 둘세(Agua Dulce)

‘달콤한 물’맛이 나는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곳은 한인 이민자들이 석유가 개발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자 이주해 온 뒤 장사를 통해 터전을 마련했던 곳이다. 아구아 둘세에는 공
인덕의 가족과 강가(Kangga) 가족(David, Rodolf, Alberto) 등이 살았다. 공인덕의 가족은
사탕수수로 만든 메스깔(mescal)이라는 단술을 팔았고 빵과 아발로사라는 단과자도 팔았다.
인근에는 멕시코 석유공사인 엘 아길라(El Aguila)가 있어 강가 가족을 비롯한 한인들은 정
유공장에서 전기공이나 노무자로 일했다.
주소 : Av. Obrera Col. Centro, Agula Dulce

▲ 공인덕 가족들이 장사했던 메르카도 후아레스(Mercado Juarez)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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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카도 후아레스(Mercado Juarez) 시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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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안 디아스 코바르루비아스(Juan Diaz Covarrubias)

원래의 지명은 산 후안 수가르(San Juan Zugar)이며 한인 이민자들이 사탕수수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 곳까지 와서 일했다.

▲ 후안 디아스 코바르루비아스 입구

▲ 한인 이주자들이 노무자로 일했던 사탕수수 공장(Ingenio Cuatotolapan). Colle Principal Entrada Ingennio, Juan Diaz
Covarrubias에 있다.

▲ 공장 인근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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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캄페체(Campeche)·참포톤(Champoton)
캄페체는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소속으로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초기부터 가장 먼
저 이주하기 시작한 곳 중 하나이다. 캄페체 주는 유카탄 주 서남쪽으로 길게 멕시코만과 이
어져 있는 곳이다. 일반적으로 유카탄반도라고 하면 캄페체 주를 포함하여 유카탄, 킨타나 로
등 3주를 통칭해서 부른다.
1909년 5월 한인들이 4년간의 계약노동을 끝내고 재취업을 위해 여러 곳을 옮겨 다닐 때 에
네껜 농장이 많이 있는 캄페체의 북부로도 왕래가 잦았다. 이 곳에 살던 한인들은 김용수, 이
덕창, 이정륙, 백한수, 윤경환, 박덕삼 등인데, 어업과 치클레로 생업을 꾸려갔다. 또 안동 출
신 권치선은‘사방퀴’
라는 섬에서 노동하다 1948년 74세로 작고했고, 이정륙은 1947년 멕시
코인에게 피살되기도 하였다.
캄페체 주에서 한인들이 집단 거주한 또 하나의 지역은 남쪽에 위치한 참포톤이다. 그곳으로
이주한 한인들은 주로 상업에 종사하였고, 현재 약 200여 명의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다 한다.
캄페체에는 마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의 가족들이 60여명 모여 살고 있고 김씨와
박씨 성을 가진 한인 후손들을 합하면 약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다.
마누엘 이 장의 가계를 보면 멕시코로 이민 온 할아버지 이용순(Manuel Lee)과 할머니 마
리아 장(Maria Chang)은 2남 1녀(이삼일, 파울리노, 마리아)를 두었다. 마누엘 이 장의 부친
이삼일(Samuel Lee Chong)은 모친 장병진(Luis Chang)의 딸 장봉례(Julia Chang Ham)
사이에 6남매를 낳았다. 첫째 아들 Pedro Lee Chang(1935~2002), 둘째 아들 Manuel Lee
Chang(1938년생), 첫째 딸 Margarita Lee Chang(1940년생), 둘째 딸 Elia Maria Lee
Chang(1942년생), 셋째 아들 Felipe Samuel Lee Chang(1944년생), 넷째 아들 Jose
Marcelo Lee Chang(1954년생)이다.

▶ 마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의
할아버지 이용순(Manuel Lee)과 할머
니 마리아 장(Maria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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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마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과 그의 아내 아나 엘레나 에레라 데 이(Ana
Elena Herrerra de Lee)와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캄페체에 정착하기까지 지내왔던 멕시코

이미 보았듯이 멕시코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
시아인들, 이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수입에 유익한 것이었다.

이민생활사이다. (출처: Vinieron de otras tierras: Cronica y testimonio de la

일본에 의해 강요된 한국의 개방이라는 외적인 영향으로 농업의 위기가 악화되었고, 농작물

migracion extranjera en Mexico y Campeche, Campeche, Mexico : Universidad

의 수확이 감소되었으며, 이것은 노동자와 농민들의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은 이

Autonoma de Campeche, 2005.『타지에서
(
왔다 : 멕시코와 캄페체의 외국인 이주의 역사

시기에 러일전쟁으로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와 증언』
, 캄페체 자치대학교, 2005)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했던 동학에 의해 악화되었다.
전쟁은 굶주림과 약탈을 가져다주었다. 후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발생한 러일전쟁은 경제
적 침체와 실업을 악화시켰고, 다시 한번 한국을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었다.

마지막 반도 : 캄페체의 한인

이런 상황이 대탈출의 원인이었다. 일부의 이주자들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로 향하기로 결

유카탄 반도, 그 중에서 유카탄 주에는 지난 세기 초에 일군의 한인들이 이주했고, 이들은 나
중에 멕시코의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다. 이런 이주의 흐름이 멕시코에서 한인의 존재를 느
끼게 해주는 핵심을 차지한다.

정했는데 1905년에 약 7,000명이 갔다.
20세기 초에 유카탄에서는 에네껜 산업이 번창하였지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기본적 문제
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이것이 정부의 정책의 일부였다.

멕시코에 한인들이 도착하게 된 것은 국제적 국내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러

아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은 유카탄의 기후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서 농장주들이 새로

가지 요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첫 번째 원인은 한국을 500년 이상 통치했던 조선의 종말과

운 중국인들과 계약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네껜 농장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에게 나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힘을 미치며 조선을 합병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의 부상이었

쁜 대우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 국적의 사람들이 배를 타는 데에 부정적인 결과를

다. 다른 이유로는“푸른 금”
(oro verde)이라고 불리면 한창 붐을 이루던 에네껜의 재배와 생

초래했고 유사한 일이 일본에서도 발생했다.

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려던 유카탄의 아시엔다 소유주의 강력한 요구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자 눈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가족들과의 계약을 계획했
다. 이런 계약은 한국정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 서울, 목포, 부산, 군산, 제물포(현재의 인
천), 평양, 원산, 개성, 진남포 등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특히 서울-인천-수원 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는데, 이 지역은 이 시기에 대부분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었다.
선발된 사람들은 유카탄에서 4년간 일할 의무가 있는 계약에 서명했다. 의료혜택과 한국에
서 유카탄까지의 여행경비가 제공되었으며 12세 이상의 자녀들이 일을 했다. 당시의 임금은
2,000개의 에네껜 잎을 딸 때마다 72센따보를 받고, 1,000개를 더 딸 때마다 40센따보, 제초
를 하고 난 다발과 농장을 청소하면 25 센따보, 도로나 철도화차까지 운반한 자른 에네껜 100
개마다 25 센따보, 그리고 에네껜 100개를 심을 때마다 25 센따보를 받았다.
업체는 1,033명의 이주자를 모집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중에 802명이 남자, 207명이 여자였
고 어린이도 24명이 있었다. 군인은 약 200명 정도 되었는데 나머지는 농민, 걸인, 노동자,
전임 정부관리, 경찰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2명의 양반도 포함되었다.
이주자들의 목적은 주로 빨리 부를 획득해서 돈과 명예와 더불어 좋은 교육을 받고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일본의 지배에 투쟁하는 힘을 합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계약자들이 떠나는 의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취득했던

▲ 구한말 시기의 인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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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조금 엉성한 것이었다. 게다가 천연두가 발생할 조짐이 있어서 인천항을 출발 하는 것

적응의 과정은 매우 빨라서 방금 도착한 이들은 스페인어와 마야어를 조금 배우기 시작했

을 연기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도 마침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러나 기후와 음식 습관은 그들이 좋아 할 수 없었고 노동조건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1905년 4월 4일 탑승자를 태운 일포드호의 출항을 막지 못했다. 그 다음날 모든 한국인의 이

는 달랐다. 곧 빨리 행운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고

주를 금하는 법령이 발포되었다.

성인은 35센따보 청년은 25 센따보 아이들은 12센따보를 받았다. 작업은 아침 4시에 시작되

항해는 요코하마에 한번 멈추었으며 41일이 걸렸다. 항해 중에 2명의 어린이가 죽어서

었으며 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밤까지 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이동하는 자유가 주

1,031명의 한인 이주자가 1905년 5월에 오아하까(Oaxaca) 주의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

어지지 않아서 아시엔다에서 나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

에 도착했다. 거기서 기차를 타고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로 떠났고, 여기서 프로그

었다.

레소(Progreso)로 가는 배를 탔으며, 다시 메리다까지 기차를 탔다.
이 곳에 온 다음 휴식을 취한 후에 한인들은 농장주인들에 의해 선택되었는데, 아시엔다까
지 가는 비용은 농장주인들이 부담했다. 당시의 아시엔다는 첸체(Chenche), 아스꼬라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곧 공공연하게 알려졌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까
지 이르러 한국정부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멕시코 정부에 한
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Azkora), 수꾸(Zuku), 부에나비스따(Buenavista), 친낄라(Chinkila), 띠시민(Tizimin), 산

연방정부 그리고 당연히 올레가리오 몰리나(Olegario Molina)의 책임 아래에 있던 주정부

엔리께(San Enrique), 사씰(Zacil), 산 프란시스꼬(San Francisco), 산띠아고(Santiago), 깡

는 절대적으로 노예상태라는 비난을 부정했고 한인들은 노동자로서 적절한 처우와 보호를 받

깝첸(Kankapchen), 꾸까(Kuka), 노예공(Noyegong), 이친깝(Itzincab), 산 안또니오(San

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되자 외교적인 방법으로는 한인들의 송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Antonio), 사낙따(Sanaktah), 춘추꾸밀(Chunchukumil), 야스체(Yazche), 촌촐라

이 많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격은 이런 의도에 불리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Chonchola), 꼬옵차까(Kohopchaka), 산따 로사(Santa Rosa), 떼모손(Temozon)이다.

을 만들었다.
마침내 1909년에 계약이 종식되면서 샌 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는 동포들을 송환시킬
준비를 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입국요청을 거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으로 간
한인은 매우 소수였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메리다에 자리를 잡았고 자신들의 동질감과 스스로 제공한 상호간의 도
움으로 생존했다. 이렇게 해서 한인회와 종교 모임,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어를 가르쳤던 학교가 설립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노력들은 얼마가지 못했다. 혁명
의 발발은 사회질서의 단절을 야기했다. 자신들의 조직은 폐쇄되었고 자금도 동결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유카탄에서 살바도르 알바라도(Salvador Alvarado) 장군이 등장해서 이룬
개혁으로 한인들에게는 새로운 노동의 기회가 열렸다. 일부는 소매상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
은 사탕(끼꼬스 카라멜)과 설탕을 넣은 아몬드를 만들었으며 양철제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1910년의 센서스에 멕시코에 사는 한인은 310명인데 대부분이 유카탄에 산다. 다른 지역에
서는 캄페체에 2명, 바하 깔리포르니아에 2명이 있다. 1920년에는 254명이 있으며, 캄페체에
13명, 그리고 그밖의 여러 지역(멕시코 시, 누에보 레온, 꼬아우일라, 오아하까, 뿌에블라, 낀
따나 로, 소노라, 따마울리빠스, 베라끄루스, 유카탄)에 약간명이 있다. 1930년에는 210명이
있고 캄페체에는 11명이 있으며 나머지는 치아빠스, 멕시코 시티, 이달고, 오아하까, 낀따나
로, 산 루이스 뽀또시, 소노라, 따바스꼬, 베라끄루스, 유카탄 등지에 있다.
캄페체에서는 이들이 처음에는 농촌에 정착했다가 나중에는 소매상도 되었다. 따바스꼬에

▲ 사까뿍(Sacapuc)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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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농부였고, 베라크루스에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땀삐꼬에서는 상인, 그리고 코앗사코
알코스에서는 아마도 부산에서 온 사람들이 고래를 잡는 법을 알아서 어민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쿠바에서 설탕산업이 번창하면서 한인들이 이곳으로 갔다. 1921
년에 288명이 마나티(Manati)항에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 계약도 없었고 속은 것이었다. 그
들이 왔을 때에는 설탕의 국제 가격이 낮아서 그런 상황을 벗어날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야 했
다. 마딴사스(Matamzas)에서 에네껜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정보를 얻고 그곳에 정착
하여서 마치 에네껜이 조국 밖에서 그들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한인들이 멕시코의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메리다에만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다. 1940년대가 후반이 되면 멕시코 시티와 티후아나에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950년대 말에 한국에서 처음에 계약한 사람들 중에 생존한 100여명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
의 후손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믿어진다. 1991년에 멕시코 한인회가 작성한 인명록에는
275개의 가족에 1,075명이 있으며, 멕시코 시티와 인근지역, 메리다, 티후아나, 엔세나다에
분포되어 있다. 흥미롭게 캄페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한인 후손들이 존
재하며 이들이 실제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마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 가족의 이민생활사

▲ Manuel Lee Chang의 가족. 가운데가 부친 이삼일(Samuel Lee Chong)과 모친 Julia Chang Ham이다.

나(마누엘 이 장, Manuel Lee Chang)의 네 명의 할아버지는 1905년에“황금섬유”
에 이끌

는데 나의 아버지인 사무엘(Samuel), 1918년에 태어난 파울리노(Paulino), 그리고 1920년에

려 에네껜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온 여러 명의 한인들 중에 포함되어 한국에서 왔다. 나의 부

태어난 마리아(Maria)였다. 페드로는 12세에 과일을 수확하다가 나무가 떨어져서 죽었다. 빅

모님들은 유카탄에서 태어났다.

또리아는 황열로 죽었으며, 마리아는 14세에 에네껜 섬유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아버지는 사무엘 이 정(Samuel Lee Chong)이라 하고 1915년에 유카탄의 시띤깝첸

나의 외조부모는 루이스 장 김(Luis Chang Kin)과 엘리아 함 박 데 장(Elia Ham Park de

(Citincabchen) 아시엔다(농장)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훌리아 장 함(Julia Chang Ham)이

Chang)이다. 이들도 1905년에 에네껜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함께 왔다. 이들은 나의 친조

라 하고 1916년에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부모들 또한 에네껜 농장에서 일을 하러

부모들이 있었던 아시엔다 근처의 우나첸(Hunachen)에 있는 한 아시엔다에서 일했다. 외할

이곳으로 이민왔다. 먼저 나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겠다. 나의 친조부모의 이름은 마누엘 이

아버지는 언어를 빨리 배우고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아시엔다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다른

송(Manuel Lee Song)과 마리라 정 함 데 이(Maria Chong Ham de Lee)이다. 세례명은 이

업무를 담당했다. 외조부모들은 메리다에서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다 :

나라에 들어오면서 얻은 것이다. 아마도 두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할머니는 결혼

마리아 루이사(Maria Luisa), 1918년에 태어난 나의 어머니 훌리아(Julia), 끄리스띠나

을 해서 왔는데 멕시코에서 미망인이 되었다. 남편이 멕시코에는 금으로 임금을 준다는 말을

(Cristina), 깐델라리아(Candelaria), 가비나(Gabina).

했고 이곳에 대해 알고 싶어서 여기로 왔다한다.

아시엔다에서 조부모들은 다른 계약된 한인들처럼 별다른 운이 따르지 않았다. 하루하루의

농장 주인들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해 갔는데 조부모들은 우르셀라이

노동은 사람들을 지치게 했고,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씨를 부릴 때부터 수확을 할 때까지 에

(Urcelay)라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농장을 돌보았다. 여기로 올 때 첫번째

네껜 농장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에네껜을 고르고 묶은 다음에 등에다 지고 추출을 하는 과정

아들인 페드로(Pedro)가 있었고 딸인 빅토리아(Victoria)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여기서 남편

에 사용되는 기계까지 운반했다. 지주들의 대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생산의 결과가 만족스럽

이 죽자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와 결혼했다. 이때가 1914년이었다. 그들은 3명의 자녀를 두었

지 못하면 심하게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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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은 아시엔다 내의 조그만 초사에서 살면서 십일조와 사고뿐 아니라 말라리아나 황열

캄페체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어린 동생은 태어나서 아기 때 죽었다.

같은 질병의 위험에 시달렸으며 필요한 의료혜택은 받지 못했다.
나의 할머니는 1928년에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온 남자
형제가 서울로 돌아가서 혼자 남게 되자 매우 의기소침해 했다.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
자였던 할아버지는 아마도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프지도 않았지만 할머니는 사망했
다.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가정은 와해되었다. 할아버지는 딸들을 저택에서 일을 하도록 농장
주인의 집에 넘겨주고 자신은 유카탄의 여자와 재혼했다.
어머니는 가족의 지원도 없던 이 시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고통스런 시기였다고 말했
다.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어머니는 주부나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부엌에서, 집안을 정돈하
면서, 과수원의 과일을 따면서, 새 먹이를 주면서, 식탁보와 침대보를 빨고 정돈하면서 일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어쩌다가 보았는데, 아버지가 아시엔다에 올 때에는 농장주가 그녀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자매와의 접촉은 다른 아시엔다에 데려다 주고 데려왔던 다른
농장노동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매들은 장날이나 종교적 축제 그밖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서로 만났는데, 농장 주인들이
모이면 자매들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음식을 제공했다. 아버지의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
로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밖에 없는 데,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일이 쉽게 지루

▲ Manuel Lee Chang의 부친 이삼일과 모친 Julia Chang Ham

해져서 다른 지역의 여러 아시엔다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열망하고 존경했던 조국의 상징인 태극기 등 한국의 습관과 관습을
기록하고 재현하려는 목적으로 일련의 사람들을 조직했다. 그 후에 낀따나 로(Quintana
Roo)로 이주해서 상업에 종사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허리케인 때문
에 재산을 잃었다.
그 때에 나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고 멕시코의 여러 주에서
살고 있었다. 깐델라리아는 낀따나 로의 체뚜말에, 가비나는 바하 칼리포르니아의 티후아나
에, 끄리스띠나는 오아하까의 마띠아스 로메로에 마리아 루이사는 유카탄의 손까우이치
(Zon-Cahuich)에 나의 어머니는 캄페체에 살았다.
전통적 방식에 따라 나의 조부모들은 내 부모들의 결혼을 맡아서 처리했다. 그들도 마을의
종교적 축제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 결혼할 당시인 1934년에 아버지는 19세 어
머니는 18세였다. 우리는 9형제였는데 4명이 농장에서 태어났고 남은 사람은 6명이다. 큰형

▲ 이삼일(Samuel Lee Chong, 1917~1998)의 묘지. San Roman 공동묘지에 있다.

인 페드로(Pedro)는 1935년에 태어났고, 파블로(Pablo)는 1937년에 태어나서 곧 죽었으며,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 마누엘(Manuel)은 1938년에, 마르가리따(Margarita)는 1940년
에, 엘리아(Elia)는 1942년에, 사무엘(Samuel)은 1944년에, 마르셀로(Marcelo)는 195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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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시띠깝첸 아시엔다에서

캄페체에서 페드로는 장사를 했고, 아버지와 나는 양철제품 가게를 운영했다. 형제들을 포함

일꾼으로 있는 동안에 과일을 따는

하여 가족 모두 함께 일했으며 아버지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했다. 가족의 일처럼 양철제품

일을 했다. 그 자신의 재능 덕분에

을 만드는 일을 1965년까지 계속했으며 작은 양봉과 과일농장 그리고 가축과 가금류를 기르기

기계를 조작하고 수리하는 것을 배

위해 6헥타르의 땅을 구입했다. 이 때가 이 장(Lee Chang) 가족에게는 행운의 시기였다.

웠고, 농장에서 일군의 일꾼들을

자매들은 모두 초등학교를 마쳤고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두 명은 아버지와 같이 일했다.

책임지는 직책을 얻었으며 그들과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족의 수입을 돕기 위해 일했다. 산티아고 구역에서 심부름하는 데 사

함께 깊은 우정을 가질 수 있었다.

용하는 바구니를 책임지면서 주말에는 신발을 닦았다. 이웃 한 명이 나를 목공일의 견습생으

그러나 그들의 생활조건이 불안정

로 받아들여서 10세에서 14세까지 일했다. 그러다가 캄페체로 이사했다.

해지면서 아시엔다를 포기할 수밖

메리다에서는 삼촌인 파울리노(Paulino)의 가게에서 양철 만드는 일을 배웠다. 아버지도 이

에 없었으며 이는 조부모, 부모, 형

일을 잘 알고 있었으나 나는 이때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삼촌은 내가 아직 어리

제 자녀 등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

고 사고가 나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 훈련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메리

을 미쳤다. 혁명으로 인해 노예와

다로 돌아오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고, 찬장, 오븐, 식기, 소형 진열장 같은 장난감부터 새장,

같은 대우는 줄어들었고 일꾼들은

제빵 기구, 빵 놓는 원통, 튀김 냄비, 복권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양철제품을 만드는 놀

해방되어 아시엔다를 떠나거나 아

라운 예술을 가르쳐주었다.

니면 남아있을 자유가 주어졌다.
부모님들은 1939년에 메리다로
떠나서 양철행상을 했다. 그러나
가족이 크다 보니 더 수입이 많은
▲ 이삼일과 그의 자녀. 앉고 있는 아이가 셋째 아들 Felipe Samuel Lee
Chang, 서 있는 아이가 첫 딸 Magaita Lee Chang이다.

일을 찾게 되었고, 숙모 중의 한 사
람과 동업으로 식료품 장사에 뛰어

들었다. 그러다가 손님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어렵게 되었다. 다음으로 산 환(San
Juan)에서 파누초(panucho, 유카탄의 음식의 일종으로 또르띠야를 튀겨서 콩과 야채 고기를
얹어서 먹는다)를 팔았다. 그러나 잘 팔리지가 않아서 그만 두었다. 그러다가 산티아고
(Santiago)로 와서 아는 동료와 다시 식료품 장사를 했는데,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돈
을 벌지 못하게 되자 다시 그만 두었다.
그 다음에 산으로 들어가서 치클과 염료를 채취하는 목재를 자르는 일을 했다. 이곳에서는
돈벌이가 괜찮아서 양철제품을 만드는 연장을 사서 쟁반 냄비, 그밖의 모든 종류의 도구들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캄페체를 여행하기 시작했고, 양철제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일했으며 참포톤
(Champoton)과 세이바쁠라야(Seybaplaya)까지 갔다. 1953년에 캄페체에 정착하기로 결정
했는데 그곳에는 빵집을 하고 있던 안또니오 이 함(Antonio Lee Ham)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빵을 굽는 양철틀을 제작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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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el Lee Chang의 부친 Samuel Lee Chong(이삼일)의 가족이 캄페체에 정착하며 살던 집과 그의 여동생 Elia
Maria Lee Chang(Samuel Lee Chong의 둘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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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는 등 집안일을 담당했다. 한국음식을 먹었다. 흰쌀밥을 또르띠
야처럼 먹었고 샐러드도 먹었으며, 미쳄비온(michembion)이라고 기억되는 음식은 밀가루
또르따에 어린 호박, 달걀, 우유를 넣고 구워서 버터나 기름을 넣은 것이고, 긴치(kinchi)는
양배추, 아셀가, 찧은 마늘, 말린 고추, 소금으로 만든 샐러드이다. 모두 가벼운 음식이며 소
스는 따로 넣었다.
캄페체에는 한인이 얼마 없어서 가끔 모였다. 메리다에는 더 많은 한인이 있어서 많은 관계
를 가졌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한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1958년 8월 7일에 우리는 구 시장에 가게를 열었다. 그 뒤 알라메다(Alameda)에 새 시장이
시작되면서 우리는“페, 에스페란사 이 까리닷(Fe, Esperanza y Caridad: 믿음, 소망, 사
랑)”
이라는 가게를 그곳에 열어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일하고 있다. 이 가업으로 시작
해서 사무엘, 페드로, 마르셀로 같은 남자형제들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마르가리따와
엘리아는 집안일을 도왔다. 1990년에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아나 엘레나 에레
라 가르시아(Ana Elena Herrera Garcia)와 결혼했다.
우리는 나의 조부모들이 한국에 두고 온 친척들을 알지 못한다. 한번은 멕시코 한인회를 통
해 알아보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나의 아버지는 에네껜 농장에서 일을 해서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매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습
관이 된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고, 모두에게 시장에서 하던 사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 알루
미늄 장난감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공예 작업을 배웠다. 나는 손재주가 있어서 딸랑
이나 형상이 들어간 복권 항아리, 초콜릿 반지를 만드는 틀, 초콜릿 정제를 세는 기구 등을 만
▲ Pedro Sainz de Baranda 시장 안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

들었는데 이 모두를 아버지에게 배웠다.
어머니는 1996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집안에 있을 때 조남환 목사가 마이애미와 캐나다
의 동포들과 함께 찾아왔다. 한국의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했던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이것은 이들에게 새겨졌다. 목사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도와주었다. 나의 아버지는 동료 수
공예인과 상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998년에 돌아가셨다.
나는 집을 3층짜리 탑과 협회가 나에게 제공해준 실례와 도면으로 동양식으로 지었다. 불교
의 전통을 유지했으며 이런 원칙에서 살려고 시도한다.
유카탄 반도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결집시키는 메리다지부의 한인협회(CORMEX)에 참여한
덕택에 음식, 새해 의식, 축제 등의 한국문화에 가깝게 다가갈 기회를 얻었고 나의 조상 땅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페인어 번역 순천향대 주종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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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el Lee Chang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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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누엘 이 장(Manuel Lee Chang) 가족

▲ Manuel Lee Chang의 가족을 비롯해 4형제의 가족들이 장사하고 있는 캄페체의 바란다(Pedro Sainz de Baranda)시장

▲ Manuel Lee Chang의 가족과 동양식으로 지은 그의 집

▲ 미누엘 이 장의 막내동생 마르셀로(Marcelo) 가족

▲ Manuel Lee Chang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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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란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Samuel Lee Chong의 셋째 아들 Felipe Samuel Lee Chang(Manuel
Lee Chang의 두 번째 동생)의 딸 Jarmin Lee의 상점

▲ Samuel Lee Chong(이삼일)의 첫째 아들 Pedro Lee Chang의 가족들

▲ Manuel Lee Chang의 형인 Pedro Lee Chang의 네 번째 아들 Pedro Antonio Lee Borges가 장사

▲ Pedro Lee Chang(1935~2002)과 그의 묘지. San Roman 공동묘지에 있다.

하고 있는 가게(바란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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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코 안토니오 이 한(Marco Antonio Lee Han) 가족

▲ Marco Antonio Lee Han의 부친

산타 루시아(Santa Lucia) 공동묘지

▲ Marco Antonio Lee Han

▲ 캄페체에 살고 있는 Marco Antonio Lee Han과 그의 가족. 그의 조부 조부 이덕센(Antonio Lee King)은 멕시코에 이민와
서 14살의 흑인계 여성 Carmela Vasguez를 만나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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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고 있는 Santa Lucia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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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장 킴(1980년 작고)의 묘지

▲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고 있는 Santa Lucia 공동묘지

◀ 훌리아 장 함(1916~1996)의 묘지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166

▲ 윌리암 도밍게스 리(1953~1988)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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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로만(San Roman) 공동묘지

▲ 이삼일(Samuel Lee Chong, 1917~1998)의 가족 묘지

▲ 이용순의 부인 마리아 장(1967년 작고, 이삼일의 모친)의 묘지
▲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잠들고 있는 San Roman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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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포톤의 홍씨·정씨네 가족

▲ 참포톤에 살고 있는 홍씨성을 가진 이민 후손과 그의 가족

▲ 참포톤에 살고 있는 홍씨성을 가진 이민 후손과 그의 가족

▲ 참포톤에 살고 있는 홍씨네 가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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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리다(Merida)
유카탄 주는 한인 이민자들이 에네껜 농장에서 처음으로 4년간 계약노동을 했던 곳이고 계
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주로 이 곳에 남아 농장일을 하면서 생활했던 중요 지역이다. 유카탄의
주도(州都)는 메리다이며 한인이민자들이 이달고(Hidalgo)라는 배를 타고 프로그레스 항구에
내려 기차를 타고 메리다에 내린 후 여기서 23명의 농장주가 소유한 32개의 농장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1906년 당시 한인들은 1,018명이 있었는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22명, 농장에
서 도망한 27명을 제외하고 각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총수는 969명이었다.
1909년 5월 12일 4년간의 계약노동을 종료하기 3일 전인 5월 9일 한인 이민자들은 메리다
에서 처음으로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를 설립하였다. 메리다지방회의 설립에는 샌프란
시스코에 본부를 둔 대한인국민회북미지방총회에서 파견한 황사용과 방사겸의 역할이 컸었
다. 그런데 그들이 멕시코로 오기 전부터 멕시코 한인들은 친목회와 교회 예배를 통해 서로
단결하면서 자발적으로 지방회 설립을 준비해 왔다.

▲ 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메리다한인회관. 원래 대한인국민회 메리지방회관의 건물이었는
데 그동안 가정집으로 사용되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사적인 건물로 보존하기 위해 기념전시관으로 전면 재단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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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는 메리다뿐만 아니라 유카탄 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들을
지도하고 결집시키는 중심기관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숭무학교를 설립해 독립정신을 일
깨웠고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켰으며, 각종 의연금을 거두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메리다는 1950년대까지 메리다한인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1960년대부터 정체상태
에 빠졌다. 그러다가 1996년 8월 조남환 목사의 주도로 한인회가 재조직된 이후부터 활동이
재개되어 한인 후손들과 현지 한인들을 결속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메리다한인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인 이민의 후손들이 유카탄 주안에 약 800명 정도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
다 한다. 이들 중 순수한 한인 혈통을 보유한 후손들은 거의 생존해 있지 않고 대부분 멕시코
인들 간의 혼인으로 태어난 후세들이다. 메리다한인회는 매년 3·1절을 기념하여 자체 모임
을 갖고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메리다한인회의 현 임원진은 모두 11명인데 다음과 같다.
회장 : Ulises Park
부회장 : Amado Corona
총무 : Emilio Corona
재무 : Luis Roberto King
고문 : Olaf Osen Lee, 조남환
이사 : Juan Sanchez, David Park, Juan Duram, Maria Cong, Geny Chang

▲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한인회관 내부

▲ 메리다 한인회관의 주변 도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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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산(Texan) 농장
4년간의 계약노동이 끝난 후 자유 노동을 할 당시 한인 이민자들이 일했던 농장이다. 최대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했으나 현재 이 농장은 1995년 현 주지사의 형인 Alejandro
Patron Laviada가 구입한 뒤 에네껜 실을 뽑는 모습을 보여주는 관광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근무시간은 오후의 뜨거운 날씨를 감안하여 오전 5시에서 12시까지만 일하고 있다.
마야 원주민으로 이 농장에서 35년간 일한 미겔 착 찬(Miguel Chac Chan, 1952년 생)에
의하면 한인들이 이 농장에서 50~100명 정도 일했으나 많은 급료는 받지 못했다 한다. 지금
도 농장 인근에는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다 한다.
한인 노동자들은 에네껜 잎을 잘 벨 수 있도록 칼을 한국의 낫 모양으로 개량했는데 현지 노
동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한다. 에네껜은 15년 정도 살면서 뿌리로 이동하며 성장하며
잎가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다.

▲ 떼산 농장의 입구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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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산 농장의 기계실 내부

▲ 떼산 농장의 작업실(위)과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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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껜 잎을 베는 시범을 보여주는 떼산 농장의 미겔 착

▲ 떼산 농장 옆에 있는 마야 원주민을 위한 노천시장
▲ 한인들이 낫처럼 개량해 사용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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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초룰(San Jose Cholul) 농장
1880년대에 안토니오 보리오(Antonio Bolio)가 운영한 것으로 현재 가장 오래된 에네껜 농
장 중의 하나인데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이 노동했던 곳이다. 1996년 이 농장을 개보수 하여
지금은 15개의 큰 방과 수영장을 가진 고급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 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산호세 초룰 농장

▲ 사무실 건물

▲ 산호세 초룰 농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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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세 초룰 농장 내부의 있는 파하(노동자의 숙소, 윗쪽)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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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로 사용되고 있는 산호세 초룰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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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디에고(San Diego) 농장
떼깐토(Tekanto) 지역에 위치해 있는 농장으로 한인 이민자들이 멕시코 도착 직후 4년간 계
약노동을 할 때 일했던 곳이며 지금은 폐허로 변해있다.

▲ 페허로 변한 산디에고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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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터

▲ 노동자 숙소

▲ 노동자 숙소 내부. 벽의 구멍은 그물로 된 잠자리를 메다는 곳이다.
▲ 농장 사무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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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룰(Cholul) 농장
카미노 초룰과 시트파크 거리에 위치에 있으며 메리다 시내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다. 한인
이민자들이 초창기 4년간의 계약노동으로 일했던 에네껜 농장이다. 지금은 폐허로 변해 잡초
만이 우거져 있다.

▲ 초롤 농장

▲ 페허로 변한 초롤 농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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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미겔 착(San Miguel Chac) 농장
후누끄마에 있는 농장으로 1909년 계약노동에서 끝난 한인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일했던
곳이다. 책임자로 있는 엔리케 다니엘 콥 마이(Enrique Daniel Cob Mai, 1955년생)는이 곳
에서 출생한 이후 줄 곳 이 농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의 부친의 말에 따르면 한인들이
약 30여 명 근무했는데 매우 일을 잘했다고 한다. 당시는 나무로 불을 지펴 모든 작업을 진행
했으나 지금은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에네껜 잎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제품이 친환경의 제품
이라는 이유로 수요가 많아 허름한 농장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 농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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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근무의 책임자 엔리케 다니엘 콥 마이(Enrique Daniel Cob Mai, 1955년생)
▲ 과거에는 나무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기름을 사용하고 있
는 농장 굴뚝

▲ 현재 작동중인 농장의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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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껜 농장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

▲ 깔깝첸에 있는 에네껜 농장과 에네껜

▲ 에네껜 잎을 베고 있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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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기계실 내부 도면
▲ 운반해온 에네껜 잎을 컨베어벨트로 이동시키는 모습

◀▼ 모두 사람이 직접 운반하여 작업을 진행했던 옛 농장의
노동자들

▲ 옛 농장의 기계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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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업으로 진행중인 옛 농장의 노동자들

▲ 기계로 뽑은 실을 말리고 있는 모습. 현재도 이 일은 과거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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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탑

▲ 100주년 기념탑에 부착된 동판

▲ 100주년 기념탑 옆에 세워진 기념비

▲ 메리다 시내 시티센타 로타리에 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100주년
▲ 기념탑은 주홍색 석회암으로 된 돌로 이루어진 5층의 기단 위에 탑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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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우정병원(Hospital De La Amistad Corea-Mexico)
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한멕우정병원은 한국과 멕시코간의 영원한 우
호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7월 5일 메리다 시의 가장 가난한 구역의 하나인 이 곳에
세워졌다. 한국 정부가 건축비와 기자재 비용 등으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여기에 유카
탄 주정부에서 100만 달러, 메리다 시에서 50만 달러를 보탰고 한국에서 병원을 지어 유카탄
주정부에 기증하였다. 치료비는 아주 저렴한 가격인 30페소(약 3,000원)만 받고 있고 의사 12
명, 간호사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이민 후손들을 돕기 위해 한인후손들에게는
특별 신분증을 발급하여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의 건립으로
멕시코인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발전되어 양국의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현지 한인후손들의 단합과 메리다 한인회의 발전에 이 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하였다.
▲ 병원 접수실

▲ 한멕우정병원(Hospital De La Amistad Corea-Mexico)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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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안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한멕우정병원 바로 옆에 세워질 무지개 한글학교의 간판. 이 곳도 한멕우정병원처럼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한국인
들의 지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 한국계 여성으로 병원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세이디(한국명 세희) 조르지나 올슨 아길라(Xeidy
Georgina Olsen Aguilar). 그녀의 할머니는 한국인인데 스웨덴 사람과 결혼했다 한다. 세이디는
메리다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 어느정도 한국말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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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Cuba)

쿠바(Cuba)
쿠바는 사탕수수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1517년 스페인의 의해 시작된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면서 거의 전 지역에 분포되었다. 오늘날 설
탕의 역사가 곧 쿠바를 대신할 정도로 쿠바의 사탕수수는 중요한 작물이다.
쿠바에 한인들이 입국하게 된 때는 1910년대 후반부터였다. 코앗사코알코스에 건너간 문치호(당
시 58세로 부산 동래 출신)가 1917년 4월 24일 쿠바에서 사망한 기록이 있고 1917년 멕시코시티에
서 쿠바로 건너간 서현우·서윤·서온·이용태 등이 있으며 이해영은 쿠바 아바나에 정착하여 이
후 멕시코 한인들의 쿠바이주를 주선하였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쿠바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때는 이해영이 마나티의 사탕수수농장과 계
약을 맺은 후 멕시코 한인 290명(인솔자 2명 포함, 추정치)을 데리고 오면서다. 멕시코 한인들을
태운 쿠바이민선은 1921년 3월 11일 마나티 항구에 도착했으나 국적문제로 정박당한 뒤 3월 25일
상륙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0년에 설탕값이 폭등했던 것과는 달리 한인들이 쿠바에 도착했을 때
는 그 가격이 폭락해 쿠바에서 부를 축적해 보겠다던 한인들의 꿈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겠다는 처음의 계획과 달리 유카탄에서 일할 때 익숙했으나 지
겨워했던 에네껜 농장으로 다시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쿠바혁명의 아버지 호세 마르티(Jose Marti) 동상이 보이는 혁명박물관 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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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 온 한인들이 처음으로 계약한 농

하자 김치도의 주선으

장은 마딴사스에 있는‘핑카 엘 볼로

로 1923년부터 까르

(Finca El Bolo)’농장이었다. 1921년 5월

데나스로 많이 이주하

31일에 계약했는데, 이 일을 주선해 준 사

였고 일부는 아바나로

람은 유카탄에서 노동주무원으로 활동했

갔다. 그리하여 1923

던 박창운과 김세원이었다. 마딴사스에 정

년 6월경에 까르데나

착한 지 14일 만에 한인들은 일본영사관
의 한인 국적 간섭에 반발해 지방회 설립

스지방회(초대 회장
▲ 마딴사스의 에네껜 농장

이윤상, 곧 강흥식으

을 준비했다. 그리하여 대한인국민회북미총회에 연락해 1921년 6월

로 바뀜)를 설립하였

14일‘쿠바지방회’설립을 인준받아 11월 1일 창립식을 거행하였다.

다. 까르데나스에 살

초기 임원은 회장 페드로 서(서문경), 부회장 이희택, 총무 이인환, 서

던 한인 인구는 1943

기 임병일, 재무 장성실, 법무 김덕순, 학무 정원성, 구제원 호근덕, 외

년 141명이었고 국민

교원 박창운(라몬 박) 대의원 박두현, 사찰 박희성이었다. 곧이어 이미

회 회원은 35명이었

마나티에 남아 있던 한인들이 1921년 9월 7일 마나티지방회(초대 회

다. 그런데 한인 노동이 정지되면서 1950년대부터 까르데나스지방회는 유명무실해 졌다.

장 양춘명)를 설립했으나 한인 인구가 감소하면서 1924년부터 자연적
으로 해소되었다.

아바나에는 이정구·이인상·이종헌·문무봉·서병학·방한조·안순필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 대한인국민회 쿠바지방회

한인들이 일하던 마딴사스 농장이 충분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

▲ 쿠바 아바나 한인들의 미국독립기념 경축행진(1942. 7. 4)

초대 회장 서문경

1937년 초 아바나지방회(초대 집행위원장 이인상)를 설립했다. 설립한 직후 아바나지방회는 쿠바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과 쿠바한인의 신분보장을 요청하였다.
쿠바에 설립된 대한인국민회지방회는 매년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였고, 각족 독립의연금과 독립금을 수합해 미국 본토의 대한인국민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
회로 송부하였다. 미일전쟁이 개전된 이후에는 쿠바 당국과 교섭하여 쿠바 거주 한인들이 일본인
과 적대관계에 있음을 알리는 등 신분보호에 진력하였다. 예컨대 1942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
경축행렬에 한인들이 참가하거나 동년 12월 9일 쿠바선전기념 1주년 기념행사에도 참가한 것 등
은 한인들의 신분보장과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편 미국과 하와이에서 분산되어 활동하던
한인단체들이 연합하여 1941년 4월 마침내 재
미한족연합위원회를 결성하여 통일된 독립운
동과 한인동포의 권익보호활동을 전개하자 쿠
바 한인들 또한 통일된 활동을 모색하였다. 그
리하여 아바나의 이종헌·이인상·문무봉,
마딴사스의 박창운·임천택·임병일·이승
택·이세창·장영기 등의 주도로 아바나, 마
딴사스, 까르데나스 등 3개 지방회를 대표한
연합조직으로 1943년 3월 24일 인가신청을 내

4월 4월 재큐한족단(Colonia Koreana de Cuba)을 조직하였다. 대표는 아바나 지방회장이던 이

▲ 엘 볼로 한인촌에 있던 마딴사스 한인회관(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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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Roberto Lee)이었다. 설립 목적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후원과 승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청년학원은 1936년 북미대한인국민회의 요청에 의

대한인국민회의 옹호, 재큐동포의 안녕과 권익보호, 독립금 모금 등에 있었다. 재큐한족단은 쿠바

해 지방회 소속의 청년부로 재편되었고 이에 따라 아

정부의 공식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한인들을 위한 외교활동을 수행하였다.

바나에도 청년부가 설치되었다. 까르데나스에는 비

쿠바에 정착한 한인들은 대한인국민회지방회 설립 외에도 한인의 교육과 사회활동을 위한 노력

교적 늦은 1941년 청년부가 조직되었다. 1950년대에

했다. 1922년 11월 1일 마딴사스의 엘 볼로 농장의 한인촌에 민성학교(民成學校, 초대 교장 김덕

쿠바에 있던 대한인국민회지방회의 조직들이 와해되

순, 교사 서병학)를 설립하였다. 1929년 말 이 곳 학생수는 1년생 7명, 2년생 6명, 3년생 6명, 4년

면서 이 청년부의 활동 또한 유야무야 되었다. 그런

생 3명으로 총 22명으로 증가했다. 까르데나스에는 1923년 진성학교(進成學校)를 설립했으나 재

데 1952년 말 마딴사스의 한인 청년들이 한인청년회

정난으로 중단되다 1930년 3월 다시 문을 열었다. 다시 학교 문을 연 때의 교장은 임천택이었고

를 조직하고 1953년 초에는 까르데나스에서 한인청

교사는 이세창, 간사는 이윤상이었다. 1932년 진성학교는 갑·을·병의 세 반으로 구성하고 수준

년구락부, 아바나에서 한인청년단을 각각 조직하여

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아바나에는 1937년 한글학교의 설립을 준비한 뒤

해체된 지방회를 대신하여 실질적인 한인회 역할을

1938년 흥민학교(興民學校)가 세워졌는데, 교장 안순필, 교사 서병학, 간사 문무봉이 활동했다. 그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청년회는 크게 약화되었다.

▲ 임천택과 김귀희 부부. 쿠바한인사회의 중심인물인
임천택은 3살 때 어머니와 함께 멕시코로 이민와서
이후 9명의 자녀를 두었다.

러나 쿠바의 한글학교들은 재정난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마딴사스의 민성학교만 유지되다

쿠바내 한인여성단체로는 1938년 7월 10일에 결성된 대한여자애국단 마딴사스지부이다. 25명

1943년 5월 13일 마딴사스지방회가 마침내 민성학교 마저 폐교하기로 결의함으로 더 이상 존치하

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여성단체는 초대 임원으로 단장 현미숙, 총무 박희경, 재무 박선녀, 수전원

지 못하게 되었다.

김보위, 사교원 차경희 등이었다. 까르데나스에도 같은 해 7월 16명의 회원으로 대한여자애국단
까르데나스지부가 설립되었다. 초대 임원은 단장 조 후안나, 서기 임옥순, 재무 윤정자였다. 아바
나에도 비슷한 시기에 적은 인원으로 대한여자애국단 지부가 설립되었는데 1940년대 중반부터 한
인들의 아바나 이주가 급증하면서 회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임천택,「내가 천도교를 믿게 되기까지」
,『신인간』3~5, 1928 ; 임천택,『쿠바이민사』
, 태평양
주보사, 1954 ; 이영숙 편,『유카딴의 첫 코리언』
, 인문당, 1988 ; 임은조,「애니깽 가시에 찔리며 키운 조국
애」
,『신동아』1995년 11월호 ; 이자경,『한국인 멕시코이민사』
, 지식산업사, 1998; 서성철,「쿠바 한인이민
사」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제11집, 서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2000; 라울 루이스·마르타 임 지음,
정경원 외 옮김,『쿠바의 한인들』
, 재외동포재단, 2004 ; 안금영,「쿠바한인이민사」
,『멕시코 쿠바 한인이
민사』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5.

▲ 엘 볼로 한글학교인 민성학교 교사와 학생

이외에 쿠바 한인사회에는 청년들을 위한 조직으로 1932년 3월 10일 박창운과 임천택에 의해 마
딴사스에 청년학원이 설립되어 1934년까지 운영되었다. 설립 목적은 한인 청년들에게 한국의 역
사를 가르쳐 애국심을 고취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조국의 독립국가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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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촌이 있는 마딴사스(Matanzas)

▲ 한인촌이 있는 언덕에서 내려다 본 마딴사스 전경

▲ 2005년 멕시코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마딴사스 한인촌 입구에 세워진 기념탑.

▲ 마딴사스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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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Cuba)

▲ 엘 볼로 한인농장의 옛 모습

▲ 마딴사스 한인촌 기념탑의 입구 푯말과 한인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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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볼로 한글학교인 민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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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Cuba)

▲ 1938년 7월 10일에 결성된 대한여자애국단 마딴사스지부 임원들. 앞줄 왼쪽부터 차경희 현미숙, 박희경, 임경옥, 박선녀,
김귀희, 임천택. 뒷줄 왼쪽부터 김옥분, 이산호 이복희, 장천회, 이복순, 장옥순, 주미엽, 이선실, 이복선, 포갑순, 호경자, 김옥자.

◀ 마딴사스축제 때 한인들의 행사참가 모습 (1937
년경)

◀ 한인 행사에 참가한 뒤 태극기를 들고 있는 Maria
Kim(왼쪽)과 김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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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대통령 환영식장에서 Esperanza Kim(왼쪽)
와 김귀희(임천택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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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Cuba)

▲ 마딴사스 엘 볼로 농장에서(1927년). Manuel Pack(앞)과 Antonio Lee

▶ 쿠바 한인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했던 박창
운(Ramon Pack) 가족(1940년대 초). 왼쪽부터 딸
Siberia, 박창운 부인, 차남 Pedro, 장남 Juan, 박창운.

◀ Antoni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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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운의 가족과 미국 선교사(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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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Cuba)

▲ 1945년 마딴사스 지역 야구대표팀에 참가한 임은조(Jernimo Lim, 오른쪽에서 두 번째)

▲ 워싱턴 한국대사의 쿠바 마딴사스 엘 볼로 한인촌 방문기념(1952). 가운데 선글라스를 써고 흰 옷 입은 외국인 바로 옆이
임은조이다.

▶ 엘 볼로 한인촌 내 한인야구팀(해방 직후). 왼쪽부터 Julian
Lee, Domingo Lee, Bartolo Marin, 오른쪽 끝은 미상.

▲ 임은조와 Cristina Chang의 결혼식(1952)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224

▲ 임천택의 9남매 중 장남인 임은조와 여섯 번째인 마르따 임(Marth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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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나(Havana)

▲ 마딴사스 한인촌에서 한 어린이

▲ Manuel Pak(1926년 1월 1일

▲ 아바나의 한인들이 경축행사를 거행했던 옛 국회의사당(현 자연사박물관) 거리

▲ 마딴사스 한인촌의 한인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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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멕시코지역 수집자료
쿠바지역 수집자료

멕시코지역 수집자료
1 이성균 자료

2 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3 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4 멕시코 외무성 자료

5 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6 메리다 한인회 자료
7 기타 문건

1. 이성균 자료
김익주 가족

▲ 김익주 3부자 (왼쪽부터 김동철, 김익주, 김동필)

▲ 노년의 김익주 부부

▲ 1930년대 김익주 가족(왼쪽부터 부인 백곤차, 동필 7~9세로 추정, 김익주, 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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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주와 함께한 한인들 (뒷줄 왼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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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균 자료

▲ 김익주 차남 김동필과 Socorro의 결혼사진(1937. 4. 15)

▲ 김동필 가족(왼쪽부터 부인 Socorro Kong Yun(공익
덕의 차녀), David Kim, 김동필)

▲ 1940년대 말 묵경(멕시코시티)지방회 회원과 간부들(황보영주(맨뒷줄 왼쪽 끝), 김동필(뒤에서 두번째 줄 태극기 앞), 김동철(김
동필 왼쪽), 김동필 부인(김동필 오른쪽), 한종원(나비 넥타이), Robeca Yun(맨 앞줄 가운데), 로베카의 여동생(맨 앞줄 오른쪽)

▲ 멕시코시티에서(왼쪽부터 Abel Kim, Socorro(김동필의 부인), 김동필, Norma(아벨의 딸),
Davi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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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권과 Maria Kim(김익주의 딸)의 결혼사진

▲ 김동필의 둘째 아들 Abel Kim 가족(왼쪽부터 Edna,
Maria(부인), Abel, Norma)

▲ 김동필의 첫째 아들 David Kim 가족. 왼쪽부터 David Kim, Yuno Yen, Ruth Maria(부인)
▶ 김수권(김익주 사위) 가족(왼쪽부터 Maria Kim, 아들(Adlfo
Kim), 김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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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주가 상해 임정에 보낸 기부금(100$)

◀ 김익주를 탐피코지방회 파출위원(派出委員)으로
임명하는 서임장(書任狀)

▲ 이희경(H. K. Rey)에게 보낸 송금증(500$)

▲ 공채금 영수증(김동철, 40원)

▲ 김익주의 대한민국임시정부적십자사 회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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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금 영수증(백곤차: 김익주의 부인, 10원)

▲ 특별의연 보조금(補助金) 영수증(김동철 5$)

▲ 인구세 영수증(김익주, 2$)

▲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의무금증서(김동철, 1921년도분, 5원)

▲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의무금증서(김익주, 1916년도분,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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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세 납입고지서(백곤차: 김익주의 부인, 1925년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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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균 자료

▶ 이건세 가족. 이건세는 광무군인 출신으
▲ 북미실업주식회사 주식금 영수증(김익주, 10원)

로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지방회장
(1919)을 역임하였고 부인 이마리아는
이응상의 큰 딸이다.

▲『신한민보』구독에 따른 신보대금(新報代金) 영수증(김익주, 5원)
◀ Maria Lee Han(한종원의 부인)과 딸(Ema), 아들(Pelife Han)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242

243

이성균 자료

박춘삼과 부인 ▶

▲ 황보영주

◀ Samuel Rey 가족. 왼쪽부터 Rosa Kim(부인), Roman
Rey(아들), Samuel Rey

▶ 이건세(Alfonso Lee: 1915. 3. 15, 1945년 61세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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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승재의 한국내 가족사진

▲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멕시코영사관에서 만들어준 차승재의 신분증

사진 뒷면에 쓴 안부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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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한인이민자의 후손인 한인 어린이

▲ 김수권과 김마리아 결혼의 피로연

▲ 한인이민 후손의 결혼식(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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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an H. Rhi의 특허 등록증
(Jose H. Lee의 형제, Maria
Rhi Sausi의 아버지, 1940)

▲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총장 안창호가 탐피코지방회에 보낸 서신(1919. 7. 15)

▲ Elias Kim의 출생증명서(190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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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한인사회가 3·1절 경축행사 때 사용한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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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김덕기 가족

▶ Felipe King Yun<김덕기(Jose King)의 셋째 아들>과
함순희(Margarita Ham)의 결혼식

▲ 김덕기 가족. 왼쪽부터 Fellipe(멕시코 출생, 마리아의 동생), 김기용(Manuel, 장남, 한국출생, 7세 때 이주), Maria(맏딸, 멕시
코 출생), 김학용(Pedro, 차남, 한국 출생, 2세 때 이주), Fernando(막내아들, 멕시코 출생

◀▲ Hernan King Chan(김덕기의 손자)와 그의 부인 Judith
Ce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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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lipe King Yun과 함순희(Margarita Ham)

▲ Geny lrene King Ham(1974), 1942년생. 김덕기의 손녀이며
펠리페 킹 윤(김덕기의 3남)과 함순희의 딸이다.

255

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이학수(Luciano Lee) 가족

▲ Javier King Lias(김은성, 김덕기의 큰손자, 김기용(Manuel)의 큰아들)와 Maria Kim의 결혼식
(왼쪽 끝 Angel Chans, 오른쪽 끝 Irma Song)

▲ 아래 왼쪽부터 Raquel Kim(부인), 이학수, 뒷줄 왼쪽부터 덕화(Pedro, 5남), 사라(Sara, 3녀)

▲ Sara Lee Kim과 Pedro Genaro King Chan(김학용, Prdro King Yun)의 아들)의 결혼식(195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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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공덕선 가족

▲ Raquel Kim(이학수의 부인, 왼쪽)과 그의 모친

▲ Sara Lee Kim(이학수의 딸)의 삼촌부부

▲ 공덕선의 가족, 앞줄 왼쪽부터 Juana, Carmela, Micaela, 뒷줄 왼쪽부
터 Luis, 공덕선

▲ Raquel Kim과(왼쪽) Sara Lee Kim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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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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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김태식(Nicolas Kin) 가족

▶김태식(Nicolas Kin, Fermin
현 티후아나 한인회장의 할아
버지)

▲ William Yu(한인2세)와 Sara Cuong의 결혼

▲ 가운데 줄 맨 오른쪽 김태식. 뒷줄 맨 왼쪽끝 그 옆은 Pastora(김태식의 맏딸 사위, Mariano Pac), 맨 뒷줄 오른쪽 끝 Jose
Kim(김태식의 동생), 맨앞줄 오른쪽 끝 Nicolas(김태식의 장남)
▲ Hilda Gien Cuong Y(Carmela Cuong Chang

▲ Carmela Cuong Chang(공덕선의 딸)

의 딸)과 Jose Alberto G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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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Nicolas Kin Kim(Fermin Kin King의 큰할아버지, 왼쪽), Luis Cuong

▶ Tayde(Fermin Kin King의 어머
니, 왼쪽)와 Geny King(오른쪽)

▲ 1946년 메리다의 에스텔라 킴(Estella Kim)과 엘리아스 이 도노이(Elias Yiu Donoy)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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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 Pac Kim(Fermin Kim 큰 고모의 딸). 티후아나에서 처음 세운 한인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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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Fermin Kim Kim의 PRI당 당원증

▲ Fermin Kim Kim (Fermin 현 티후아나 한인회장의 아버지)의 군복무 신분증

▲ Fermin Kin King 현 티후아나 한인회장의 한인회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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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마리아 리 사우시(Maria Rhi Sausi) 가족

미누엘 이 디아즈(Manuel Y Diaz) 가족
(현 Pedro Diaz Corona 티후아나 명예영사 조부)

▲ Maria Rhi Sausi (오페라 가수, 최승희와 만나기도 했다.)

▶ Maria Lizama (Manuel Y Diaz부인, Pedro Diaz Corona의
조모)

▶ Maria Rhi Sausi의 자녀들: Ruben(왼쪽, 의사), Javier(오른
▲ Eedith Y Diaz(Manuel Y Diaz의 셋째 딸)

쪽, San Diego 이주, 멕시코 시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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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dith Y Diaz. 티후아나에서 처음 세운 상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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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페드로 이 디아스(Pedro Y Diaz, 티후아나
▲ 왼쪽부터 Martina(Eedith의 동생), Eedith, Jose Gomes(에디스의 신랑), Adolfo Kim(마르티나의 신랑)

명예영사 페드로의 부친)

▶ Elvia Y Diaz(Manuel Y Diaz의 차녀)

▲ Adolfo Kim과 Martna Diaz 가족. 오른쪽부터 마르티나, Gladys(막내딸, 다니엘 동생), 아돌프 킴, Daniel(차남, 델타의 동생),
Delta(맏딸, 아돌포 동생), Adolfo(맏아들), 미상의 멕시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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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고희민(Emiliano) 가족

안토니오 히엔(Antonio Gien) 가족

▲ 고희민의 장남으로 1905년 8월 15일 유카탄에서 태어난
고흥룡(Hasuncion Corona)

▶ 메리다에서 태어난 2세대 세 자매들(Margarita
◀ 김순희<Juana Kim, 고희민(Emiliano)의 부인>과 손자들

Kim Gien(둘째), Eva Kim Gien(셋째), Asia
Victoria Gien(첫째) 왼쪽부터)

▲ 고희민의 손자 Raul Corona Cutz<고흥윤(Agapito Corona Kim, 고희민의 셋째 아들)의 차남>와 Ermerinda Dominguez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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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onio Gien의 무덤 앞에서 그의 부인 Maria
Chung과 딸 Victoria Cecilia G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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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티후아나 한인들의 활동

▲ 티후아나 한인들의 멕시코시티 관광

▲ 티후아나 공원에서 찍은 V. Guerreo(멕시코 독립영웅) 탄신일 기념행사(1940년대, 오른쪽에서 6번째 Elvia Diaz)

▲ 티후아나 한인들의 메리다 방문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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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멕시코 한인이민 50주년 기념행사(1955년, 메리다)

▲ 연설장면

멕시코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행사(2005년, 메리다)

▲ 오른쪽 앞줄 두번째 페드로 유(Pedro Yu)

▲ 2005년 4월 메리다에서 개최한 멕시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들

▲ 아랫줄 왼쪽부터 함순희(Margarita Ham). 신원불명, 빅토리아 히엔(Victoria Gien), 타르시시오 창(Tarsicio Chang), 위쪽 마
누엘 야네스(Manuel Llanes), 마누엘 산체스(Manuel Sanchez), 안드레스 김(Andres Kim), 알프레도 김(Alfredo Kim), 호세

▲ 100주년 기념행사 때 참석한 한인 이민 2세대 원로들. 왼쪽부터 임은조, 고흥룡, 윌리엄 유

히엔(Jose Gien), 페르난도 김(Fernand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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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티후아나 한인회 활동(Pedro Diaz Corona 회장 재임기)

▲ 3·1절 기념행사 때 Pedro Diaz Corona 티후아나 한인회 초대 회장의 연설(1970년대 후반경)

▲ 8·15 기념 행사 때 페드로 디아즈 코로나 한인회장의 연설(1970년대 후반경)

▲ 중국회관에서 가진 티우아나 한인회의의 행사 모습

▲ 8·15 기념 행사 모습(1970년대 후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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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8·15 기념 행사장 모습(1970년대 후반경)

▲ Patricia kin king 8·15 행사에서(1970년대 후반경)

▲ 8·15경축 행사시 참석한 한인 이민 1·2세대. 왼쪽부터 Alicia Corona(페드로 디아즈 한인회장의 모친), Julia Kim King(김
덕기의 막내아들 페르난도의 부인), Maria king Yun(김덕기의 딸), 김순희(고흥룡의 어머니, 고희민의 부인), Raquel
Kim(Sara Lee Kim의 어머니, 이학수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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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후아나 한인회 행사에 참가 어린이들(1980년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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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페드로 디아즈 코로나 한인회장이 한국정부로 부터 명예영사로 위촉받고 있다.

▲ 페드로 디아즈 코로나 한인회장과 회원들

▲ 페드로 디아즈 코로나 한인회장의 명예영사 위촉 당시 (아랫줄 맨 오른쪽 Lily는 티후아나 첫 출생자이다.)

▲ 1950년대 티후아나 한인 젊은이들. 맥주 한잔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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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혼인증명서 : 양희용[Manuel Llanes Choo: 양재호(Lianes)의 장남]과 김대순(Ana Maria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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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 김경문의 대한인국민회입회증서(1916년)

▲ 이학수의 대한인국민회 입회증서(이학수, 1917년, 앞면)

▲ 이학수 입회증서 스탬프(1917. 5. 30, 뒷면)
▲ Lily Augh Diaz(티후아나 한인 최초의 출생자)의 출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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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민 킨 킹(Fermin Kin King) 자료

3. 메리다인류학박물관자료

▲ 구한말의 인천항

▲ 김용서가 멕시코로 가기 위해 발급받은 여권(1905년)

▲ 멕시코 한인이민자들을 테운 일포드(Ilford) 호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286

287

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산라따(Sanlahtah) 농장의 창고

▲ 첸체 데 라스 토레스(Chenche de las Torres) 농장

▲ 꾸까(Cuca) 농장

▲ 떼야(Teya) 농장

▲ 산라따(Sanlahtah) 농장의 실 추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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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차깔라(Tzacala) 농장

▶ 섬유추출기

▲ 차깔라(Tzacala)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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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껜 잎을 운반하는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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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시틴캅첸(Citinkabchen) 농장의 한글학교

▲ 에네껜 농장에서 일할 당시의 한인노동자

▲ 마리아 히메네스 킴(Maria Jimenez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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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세 유(Jose 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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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에네껜 농장에 일할 당시의 한인노동자

▲ 에네껜 운반기 앞의 한인노동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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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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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3쪽

▲ 유까딴 한인 혹사문제 조사를 위한 이민협회장 문서(1908. 9. 23). 1쪽

4쪽

2쪽

▲ 잇친깝(Itzincab)농장 한인 노동자들의 채무기록부(190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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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레판(Lepan) 농장

▲ 1905년 당시의 프로그레소 항구

▶ 메리다의 후아레스(Juarez)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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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엘 뻬닌술라르(El Peninsular)』신문의 기사 : 1,019명이 이달고호 배를 타
고 일요일(1905. 5. 15) 오후 3시에 프로그레소항구에 도착. 그 중 73명은
질병으로 인해 프로그레소내 병원으로 이송되고 저녁 8시 프로그레스 기
차역을 떠나 그날 밤 11시에 메리다에 도착했다고 쓰고 있다.

▲ 프로그레소 항구의 기차역

◀ 1950년 유까딴 주지사가 서명한 한인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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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1909년 5월 9일 메리다지방회 설립자들. 뒷줄 왼쪽부터 이근용, 황사용, 앞줄 왼쪽부터 신경희, 방경일

▲ 매리다 흥사단지부 간부와 회원.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마누엘 리(Manuel Lee), 세 번째 마누엘 킴(Manuel Kim), 위 네 번
째 미겔 박(Miguel Park)

◀ 1909년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설립에 기여한
방화중.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북
미총회에서 황사용과 함께 파견되어 1909년 5월 메
리다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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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 기념(1918년). 왼쪽부터 신원미상 여성, 안창호, 김기창, 양희용.

▲ 안창호의 멕시코 방문 당시 메리다지방회 임원(1918년). 뒷줄 왼쪽부터 이종오, 김기창(메리다 한인학교
교장), 양희용, 앞줄 왼쪽부터 안창호,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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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1930년 일본 국적으로 표시된 한종원의 여권

▲ 1949년 한국국적을 회복한 후에 발행한 한종원(Jose Hahn Kim)의 여권
▲ 유까딴 지역의 한글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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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1917년 1월 8일에 세워진 메리다의 해동학교. 교장 김기창, 교사 이종호, 이사 방경일, 기획 김성민이 활동했다.

▲ 1915년 11월 6일에 세워진 아시엔다 잇친캅(Itzincab)의 진성학교. 교장 서병두(Seo Byong Doo), 교감 김상옥(Kim Sang Ock),
교사 최정식(Choi Jeong Shik), 회계 유진태(Jin Tae Yoo), 고문 박두현(Park Doo Jun)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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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안토니오 킹(Antonio King)의 근무 모습

▲ 메리다 한인학교 교장을 역임한 김기창(Manuel Kim) 가족

▶ 안토니오 킹(Antonio King)과 마리아 루이

▲ 이종오(Manuel Lee, 현 메리다 한인회장 울리세스 박의 장인) 가족

사 축(Maria Luisa Chuc)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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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미상
▲ 도창식(Chang Shik Do)

▲ 김명순(우, 1917년 메리다지방회장)과 강명원(좌) 가족. 1911년 최초로 미국으로 이주하려했으나 추방
되었다.

▲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 공인덕(Simon Cong)
▶ 신원 미상의 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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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엘(Manuel), 안드레스(Andres)와 안나 마리아 김
(Ana Maria Kim)

▲ 오른쪽부터 사라 신(Sara Shin), 후안 신(Juan Shin), 로렌소 산체스(Lorenzo Sanchez)

▲ 소코로(Soccoro: 공인덕의 차녀, 오른쪽 끝)와 한인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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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마 로사 송 야네스(Irma Rosa Song Llanes)의 15세 축제

▲ 앙헬 찬스(Angel Chans)와 이르마 로사 송(Irma Rosa Song)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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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6년 11월의 National Geographic에 게재된 앙헬 찬

▲ 타르시시오 장(Tarsicio Chang)과 앙헬
찬스(Angel Chans)

스(Angel Chans)

▲ 펠리파 페치(Felipa Pech)와 타르시시오 장(Tarsicio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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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 킴(Isabel Kim)의 환갑 잔치

▲ 아시엔다 잇친캅(Itzincab) 농장에서의 두 젊은 한인의 결혼.

▶ 1955년 메리다에서 사리타 리(Sarita Lee)와 헤나로 킹
(Genaro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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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태의 부인 유마리아(김신경, 대한여자애국단 메리다지부 초대단장)의 환갑 때 레빤농장에서 모인 메리다의 한인들(194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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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메리다에서 깐디따 코로나(Candita Corona)와 알프레도 김(Alfredo Kim)의 결혼
◀ 1956년 티후아나에서 미란 김 야네스(Miran Kim
Llanes)와 립 리(Rip Lee)의 결혼

▲ 유카탄 카깔첸(Cacalchen)에서 김긴돌(Kim Kin Dol 혹은 Pablo Baqueiro)와 프란시스카 체 페치(Francisca Che Pech)의
▲ 마리아 루이사 축(Maria Luisa Chuc)과 안토니오 킹(Antonio King)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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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페체에서 프란시스카 보르헤스(Francisca Borges)와 페드로 이 장(Pedro Lee Chang)의 결혼
▲ 1960년 티후아나에서 멜바 야네스(Melba Llanes)와 사무엘 에르난데스 아유브(Samuel Hernandez Ayub)의 결혼

▶ 리오 킹(Lio King) 가족. 한국인 엘비라 킹(Elvira King, 왼
▲ 1960년 티후아나에서 엘비라 트루히요(Elvira Trujillo)와 라몬 송 야네스(Ramon Song Llanes)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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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과 중국인 환 리오(Juan Lio,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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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엘 킹(Manuel King)과 마르가리타 산체스 박(Margarita Sanchez Park) 부부와 그의 딸. 왼쪽부터 레이디(Leydi), 마르
띠나(Martina), 텔마(Thelma), 리스베스(Lizbeth), 알레한드라(Alejandra), 에르멜린다(Hermelinda), 솔리아(Zolia)
▲ 김춘경(Rafael King)

▲ 유까딴 한인회. 독립선언문이 보인다.

▲ 한국인 로사 마리아 킹(Rosa Maria King)과 중국인 알폰소 코탄(Alfonso Contan)의 결혼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328

329

메리다 인류학박물관 자료

▲ 마누엘 킹 히메네스(Manuel King Jimenez)와 마르가리타 박 산체스(Margarita Park Sanchez)의 결혼

▲ 마누엘 킹 히메네스(Manuel King Jimenez)의 출생증명서
◀ 박순수(Alejandro Park)와 페트로나 산체스
(Petrona Sanch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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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멕시코 외무성에서 대한제국 외무부에 보낸 전보(1905. 8. 19)

1. 대한제국 외무부에서 멕시코 정부에 보낸 전보(1905.8.13)

한다는 내용의 문건(1905.8.14)

4. 멕시코 전신국에서 대한제국에서 온 전보를 받아서 멕시코 외무성에 이첩

2. 멕시코 외무성이 대한제국 정부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문건 초안(1905. 8)

1) 조선정부가 한인인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낸 전보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회신

4. 멕시코 외무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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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멕시코 외무성에서 멕시코 전신국에 보낸 회신 전보(1905.8.17)

“WARRENTLY”
를“WE RECENTLY”
로 수정한다는 내용

5. 멕시코 전신국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5. 8. 16)

을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다는 내용

8. 멕시코 전신국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5. 8. 17) : 수정된 내용

6.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전보에 대한 스페인어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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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게 보내졌다고 해명하는 내용

10. 멕시코 전신국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5.9.13) : 대한제국에서 전보를 받았을 때 내용 중 몇 단어가

청한다는 내용. 문건에 나타난 1904년은 1905년의 오기이다.

가 유카탄의 농장으로 이민간 한국인의 실태 문의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

9. 멕시코 외무성에서 유카탄 주정부에 보낸 문건(1905. 9. 4) : 대한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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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1쪽

3쪽

11. 멕시코 전신국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같은 문건의 필사본(19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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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니 대한제국 정부가 이들을 도와 다시 귀국시키고 싶다는 내용.

문건(1905. 9. 15) : 1,014명의 조선인이 유카탄으로 이민가 열악한 상태에 처해

12. 워싱턴 주재 대한제국 공사 김윤정이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 보낸 별첨

4쪽

5쪽

워싱턴주재 대한제국 공사 김윤정이 보낸 문건을 별첨해 보낸다는 내용

13. 워싱턴DC주재 멕시코대사관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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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정부가 요구한 멕시코 이민자 1,014명의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

보낸 회신 문건(1905. 9. 27)

노예상태와 같은 우려할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고 하는 내용

16. 유카탄주정부가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회신 문건(1905. 11. 11) : 유카탄에 이민온 조선인 이민자를 조사한 결과

청하는 내용

15)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5. 10. 5) :

14. 유카탄 주지사가 9월 19일자 문서를 받았다고 멕시코 외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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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멕시코 외무성이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 보낸 문건(1905. 11. 22)

19.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서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회신 문건(1905. 12. 6)

17. 멕시코 외무성이 유카탄 주지사에 보낸 문건(19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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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멕시코 외무성에서 한종원에게 보낸 회신 문건(1942. 8. 25)

대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1.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지방회 한종원(Jose Hahn)이 멕시코 정부에 보낸 문건(1942. 8. 21) : 한인을 우방국인으로

2)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지방회와 멕시코정부 간의 교신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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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멕시코 외무성이 한인 체포와 관련해 실무부서인 내무성으로 이첩한다는 문건(1942. 9. 19)

는 내용

주하는 한인이 멕시코만에서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되어 멕시코 당국에 체포되어 있다는 기사내용을 조사해 달라

3. 워싱턴주재 멕시코대사관에서 멕시코 외무성로 보낸 문건(1942. 9. 10) : 1942년 8월 25일자 신문에 멕시코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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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1. 동경 주재 멕시코대사관이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00. 3. 29). 1쪽

2. 멕시코 외무성이 동경주재 멕시코대사관에 보낸 회신 문건(1900. 4. 27)

2쪽

3) 동경 주재의 멕시코대사관이 일본과 러시아 정부가 조선과 청국을 조사한 내용을 멕시코 정부에 보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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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경주재 멕시코대사관의

교 건

2. 멕시코 외무성이 동경주재 멕시코대사관에 보낸 회신 문건(1918. 5. 7)

측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멕시코 외무성에 보낸 문건(1918.3.27)

1. 동경주재 멕시코대사관이 조선 왕실의 문제는 일본 왕실의 문제라는 영국

4) 조선왕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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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확인 27명의 기록문건

2. 1906년 3월 당시 각 농장주의 한인 사망자 수(전체 22명)

한 문건

3. 7개 아시엔다 한인(100명)의 성별, 도착일자, 임금, 위생상태, 음식과 옷 생활비, 사망자 수와 사망원인 등에 관

와 여성 및 어린 아이 수를 기록한 문건 : 한인 이주자의 수 : 1018명

노동조건 (22명의 사망자에 대한 보고. 1906년 3월 당시 유카탄주 농장주(23명)와 농장의 이름(23개), 한인 노동자 수

1. 뻬온(S. R. Peon)이 메리다 시의 올레가리오(Olegario Molina - 농장주)에게 보낸 문서(1906. 3. 9.) : 한인들의 임금,

5. 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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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3쪽

정부에 알려줬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인 노동자의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이나 옷, 생활비, 사망자 수와 원인에 대한 것을 통보해달라는 내용. 1쪽

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한인 4,000여명이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어렵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샌 프란치스코의 일본 영사가 멕시코

4. 멕시코의 정부에서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내는 문서(1908. 9. 23)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발행되는“The Denver Republican”
이라는 신문에서 유카탄의 한인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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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국이 아니라 행정국으로 보내라는 내용

초촐라(Santa Eduviges Chochola)라는 아시엔다의 한인 생활비에 관한 자료를

7. 메리다에서 막스까누의 지도자에게 보내는 문서(1908. 12. 5.) : 산타 에두비헤스

일의 생활비가 50센따보라는 내용.

에두비헤스 초촐라(Santa Eduviges Chochola)라는 아시엔다에서 한인 1인당 1주

5. 유카탄 주의 막스카누(Maxcanu)에서 주지사에게 보내는 문서(1908. 12. 18): 산따

8. 유카탄의 한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편지(1908. 11. 25.)

6. 메리다 무니시삐오에서 주지사에게 보내는 문서(19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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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이나 옷, 생활비, 사망자 수와 원인 등이 기록됨)

(Yaxche) 67명, 운까납(Hunkanab) 13명, 노와윰(Nohuayum) 15명, 스떼뺀(Xteppen) 21명의 한인들이 노동(그외

10. 우눅마(Hunucma) 마을에서 한인노동에 관한 정보를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2. 12.) : 약스체

시간, 사망자 수 등) 등이 노동 중

(Chunchucmil) 62명, 산따 에두비헤스 초촐라(Santa Eduviges Chochola) 17명, 소드실(Sodzil) 26명(임금, 노동

9 막스카누 마을에서 한인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2. 3.) : 한인들이 춘추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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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한 문서(1908. 12. 9.)

12. 유카탄의 산 프란시스코에서 1905년 5월 1일 이후에 태어난 한인에 대하여 작성

이나 옷, 생활비, 사망자 수와 원인 등이 기록

성한 문서(19

. 11. 12.)

13. 떼막스(Tamax) 마을에서 4명의 한인 사망자에 대한 정보(나이와 사망원인)를 작

(Las Torres)와 산 프란시스코(San Francisco)의 아시엔다의 한인 노동자의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

11. 떼막스(Temax) 마을에서 한인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2. 12.) : 라스 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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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15. 이즈말(Izmal) 마을에서 한인 16명의 정보를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2. 14.)

수와 원인)를 보고

오(San Ygnacio) 농장의 한인 노동자 2명의 정보(노동자의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이나 옷, 생활비, 사망자

14. 프로그레소(Pregreso) 마을에서 한인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2. 14.) : 산 이그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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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18. 유카탄의 한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26.)

16. 유카탄의 한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한인에 관한 자료를 보낸다는 문서(1908. 12. 16.)

19. 한인 31명의 나이와 혼인 상태에 관한 자료(1908. 11. 16.)

17. 유카탄의 한 마을에서 보낸 문서(19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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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21. 띠스꼬곱(Tixkokob) 마을에서 한인노동자의 상태를 유카탄의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 (1908. 11. 23.)

문서 (1908. 11. 23.)

20. 띠스꼬곱(Tixkokob) 마을에서 한인노동자의 상태를 유카탄의 주지사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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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서(1908. 11. 12.)

23. 한인 노동자 22명의 나이와 임금, 노동시간에 관한 문서(1908. 11. 15.)

24. 유카탄의 띠시민(Tizimin)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23.)

22. 띠스코콥(Tixkokob) 마을에서 한인 사망자 4명의 나이와 사망원인을 기록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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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26. 유카탄의 뻬또(Peto)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13.)

12월 6일까지 사망한 한인 20명의 나이와 사망원인

25. 메리다에서 작성한 한인관련 문서(1908. 12. 16.) : 1905년 5월 15일에서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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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28. 유카탄의 바야돌릿(Valladolia)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10.)

한인 숫자 포함)

1,085명이 11명의 아센다도(Haciendados, 농장주)에게 분산(아센다도의 이름과

29. 1905년 5월 15일 유카탄에 도착한 한인 자료에 관한 문서(1908. 10. 2.) : 합계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이나 옷, 생활비에 대한 조사보고

27. 유카탄의 모뚤(Motul)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11.) : 한인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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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식이나 옷, 생활비, 사망자 수와 원인에 대한 조사보고

31. 유카탄의 띠꿀(Ticul)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16.) : 노동자의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

30. 유카탄에 도착한한인에 관한 보고서(1908.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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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Houston 거주)가 전에 근무했던(1903~1905년) 유카탄의 세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

33. 보험회사의 피고용인에 대한 : Employers’
Liability Assurance Corporation에서 고용한 Rocardo Rosda(Texas의

사망자 수와 원인에 대한 조사보고

32. 메리다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년 10월 2일) : 노동자의 수, 임금, 노동시간, 위생상태, 음식이나 옷,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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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는 문제

36. 유카탄의 공공교육부의 문서 (1908. 10. 24.) : Wiliam Young에게 토지를 제공하

34. 유카탄 주지사에게 보내는 문서(1908. 10. 24.)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지

37. 에르모시요(Hermisillo)의 문서(1908. 10. 27.) : 파리에서 Juan P. M. Camou가

35. 유카탄의 띠시민(Tizimin)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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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40. Agencia de Encargos의 문서(1908. 10. 5)

38. 1908년 10월 1일자의 문서

임명

41. 유카탄의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0. 12) : Carlos Esquivo를 공안담당자로

39. 1908년 10월 2일자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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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문서보관소 자료

43. 유카탄의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20)

안또니오) 아시엔다의 한인의 생활 조건에 대한 보고

42. 유카탄의 소뚜따(Sotuta) 마을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08. 11. 22) : Antonio(산

6. 메리다 한인회 자료

2. Antonio Kim이 Andres Kim(메리다 한인회장)에게 보낸

1. Manuel Kim이 메리다지방회에 보낸 편지(1950. 9. 14)

편지(1950. 9. 15)

4. Antonio Cong이 Andres Kim(메리다 한인회장)에게
보낸 편지(1950. 9. 13)

3. 김익주(Joaquin Kim)에게 보낸 등기 편지(1926. 1. 28)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386

387

메리다 한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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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7. 메리다지방회 신임회장 이순녀의 서한(1942. 1. 1)

5. 메리다 한인회 상조회의 장례비 신청서(1951. 2. 16)

8.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문서

6. 유카탄 주 정부가 보낸 벌금고지서(1954. 7. 19)

9. 이성국의 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입회증서(위)와 스템프(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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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멕시코 한인들이 사용한 3·1 독립선언서 스페인어 번역문(Ricardo Lee 번역)

391

메리다 한인회 자료

11. 최병덕이 쓴『교포역설』
과 책속에 실려있는 태극기 문양
12. 조상섭(중국 상하이 인성학교 교장)이 메리다 지방회장에게 보낸 서한(19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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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메리다 한인회 자료

13. 대한인국민회 유카탄지방회 헌장(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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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메리다 한인회 자료

14. 멕시코 이민자인 아들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1937.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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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15. 메리다지방회관 건축의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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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18. 김진숙의 평안남도 잠업강습소
졸업증서(1919)

16. 박희성의 대한인국민회 입회증서(1923. 마딴사스)

17. 이교창의 대한인국민회 입회증서(1921, 베라크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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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원우(대한인국민회 중앙상무부 총무대리)가 김진숙(통신원)에게 보낸 편지(1946. 3. 27)

400

401

메리다 한인회 자료

21. 강영승(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이 김익주(탐피코 지방회장)에게 보낸 편지(1922. 11. 1)

20. 황보영주의 상해행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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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메리다 한인회 자료

23. 이용순(Manuel Lee)의 유카탄한인회 회원증(1950. 8. 18)

22.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가 메리다지방회에 보낸 공한(1944)

24. 이용순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한인신분증(194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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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메리다 한인회 자료

25. 이용순의 Citincabchen농장 노조회원증(1936년 경)

26. 임천택 서신 : 큐바 재류동포의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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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메리다 한인회 자료

27. 메리다 한인회관 등록 문건(1934)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408

409

메리다 한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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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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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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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메리다 한인회 자료

28. 메리다 한인회관 등록 문건(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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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다 한인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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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메리다 한인회 자료

7. 기타 문건

2. Jose Han의 외국인 등록문건(탐피코)

1. 탐피코의 외국인등록대장(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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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oy Park의 외국인 등록문건(탐피코)

420

421

기타 문건

4. Kim de Kang의 외국인 등록문건(탐피코)

5. 코앗사코알코스(Coatzacoalcos) 외국인 등록대장(195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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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타 문건

쿠바지역 수집자료
1 사진자료

2 마딴사스 문소보관소 자료

1. 사진자료

▲ 이성기(Antonio Lee Gonzalez)의 대한인국민회 회원증(겉)

▲ 이성기의 재큐한족단 회원증

▶ (속)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426

427

사진자료

▲ 박두현(Albedo Pack)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한인신분증

▲ Pastora Pack(박두현의 딸)의 학교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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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현의 농장신분증

429

사진자료

▲ Antonio Lee의 부친 Antonio Lopez의 외국인등록증. 국적은 일본으로, 출생지는 경기
도로 되어 있다.

▲ 박두현의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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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사진자료

▲ 김귀희(Gudelia Kim Pack, 임천택의 부인)의 여권.(1955)

▲ 38세 때인 김귀희의 외국인등록증

▲ 임천택(Ernesto Lim)이 쓴『쿠바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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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사진자료

쿠바의 한인 후예들

▲ 다니엘 킴 로드리게스 가족

▲ 파쿤도 리와 리고베르토 리

▶ 낸시 페레즈 킴(왼쪽), 사라 페레즈 킴(오른쪽) 자매
▲ 파쿤도 리와 저고베르토 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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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사진자료

▲ 임천택의 상을 마르타 임이 대신 수상하는 모습(1997, 서울)

▲ 마르타 임(오른쪽)의 집을 방문한 한인 부부

▲ 알베르토 페 리

▲ 렘베르토

◀ 마르타 임 킴(중간)과 이네스 킴 라몬(오른쪽). 그 딸(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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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사진자료

▲ 호르테 킴 조

▲ 엘리사 킴 박(1998)

◀ 페드로 강 공

▲ 장씨 가족(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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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미나타 아마도 킴과 딸(1994, 마나티)

439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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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딴사스 문서보관소 자료

2. 대한인국민회 마딴사스지방회(CUC MIN JUE) 문서 표지

3. 마딴사스지방회에서 회칙제정에 관한 내용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1. 11. 1.)

월 10일의 대한인국민회 마딴사스지방회 관련 자료

1. 마딴사스 문서기록보관소의 자료 표지: 1921년 11월 1일 ~ 1947. 1

2. 마딴사스 문서보관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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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쪽

4. 마딴사스지방회의 회칙(1921. 11. 1.): 목적, 구성, 회원, 권리, 회의, 임원에

4쪽

2쪽

7쪽

6쪽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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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딴사스지방회의 임원 구성에 관한 문서

5. 마딴사스 주에서 회칙과 관련해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1. 11. 1.)

6. 마딴사스지방회에서 회칙과 관련해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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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1. 11. 8)

10. 마딴사스 주지사가 국민회지방회에 보낸 문서(1921. 11. 9.)

8. 마딴사스주에서 회칙과 관련해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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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에 보낸 문서(1922. 11. 4)

12. 마딴사스주에서 지방회의 주소이전서류를 접수했다는 내용으로 마딴사스

(1922. 11. 4)

13. 마딴사스주에서 재정현황과 관련해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

11.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주소이전에 관해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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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임원구성과 관련해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3. 1. 5.)

•지출 : 372페소(집임대료 : 72페소, 수도와 전기 : 36페소, 회원지원 : 90페소, 일반경비 : 30페소, 회원자녀교육 : 114페소)

•수입 : 327페소(회원월회비 : 225페소, 특별회비 : 147페소)

14. 마딴사스지방회에서 1/2분기 재정현황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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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딴사스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3. 1. 6.)

•지출 : 423페소(집임대료 : 72페소, 수도와 전기 : 36페소, 회원지원 : 105페소, 일반경비 : 60페소, 회원자녀교육 : 150페소)

•수입 : 423페소(회원월회비 : 263페소, 특별회비 : 160페소)

18. 마딴사스지방회에서 1/2분기 재정현황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3. 7월 12일)

일반경비 : 55페소, 회원자녀교육 : 144페소)

•지출 : 407페소(집임대료 : 72페소, 수도와 전기 : 35페소, 회원지원 : 100페소,

•수입 : 407페소(회원월회비 : 250페소, 특별회비 : 157페소)

16. 마딴사스지방회의 2/2분기 재정현황 보고(19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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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0-1. 마딴사스지방회에서 2/2분기 재정현황을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24.

•지출 : 245페소(집임대료 : 72페소, 수도와 전기 : 24페소, 회원지원 : 45페소, 일반경비 : 64페소, 회원자녀교육 : 40페소)

•수입 : 245페소(회원월회비 : 150페소, 특별회비 : 95페소)

20-2. 1924년 2/2분기 재정현황

보낸 문서(1923. 7. 13.)

19. 마딴사스주에서 1/2분기 재정현황보고에 대한 회신을 마딴사스지방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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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문서(1924. 1. 2.)

(1924. 1. 2.)

22.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신임 임원구성에 대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

23.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4. 1. 2)

21. 마딴사스주에서 2/2분기 재정현황 보고에 대한 회신을 마딴사스지방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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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4. 7. 30.)

26. 마딴사스지방회 문서(1925. 1.) : 신임 임원 구성에 대한 보고

•지출 : 300페소(집임대료 : 90페소, 수도와 전기 : 36페소, 회원지원 : 55페소, 일반경비 : 74페소, 회원자녀교육 : 45페소)

•수입 : 300페소(회원월회비 : 250페소, 특별회비 : 50페소)

24.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재정현황 보고(19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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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28.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5. 1. 27.) : 재정현황 보

107.35페소, 일반경비 : 70페소, 회원자녀교육 : 74.70페소)

•지출 : 314페소(집임대료 : 8.50페소, 수도와 전기 : 53.45페소, 회원지원 :

•수입 : 314페소(회원월회비 : 217페소, 특별회비 : 97페소)

29. 마딴사스지방회의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1924. 12. 30.)

27.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5.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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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황 보고 관련

31.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재정현황보고(1925. 8. 28) - 재

구성에 대한 보고

32.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6. 2. 15) - 신임 임원

•지출 : 307.29페소(집임대료 : 14.09페소, 수도와 전기 : 40.75페소, 회원지원 : 127.50페소, 일반경비 : 60페소, 회원자녀교육 : 65페소)

•수입 : 307.29페소(회원월회비 : 220.29페소, 특별회비 : 87페소)

30.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제정현황보고(19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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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6. 2. 22.)

•지출 : 162페소(회관 신축 : 60페소, 수도와 전기 :21페소, 회원지원 : 30페소, 일반경비 : 27페소, 회원자녀교육 : 24페소)

•수입 : 162페소(회원월회비 : 135페소, 특별회비 : 27페소)

3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재정현황 보고(1926. 7. 1)

회원자녀교육 : 20페소)

•지출 : 225페소(회관 신축 : 31페소, 회원지원 : 99페소, 일반경비 : 75페소,

•수입 : 225페소(회원월회비 : 197페소, 특별회비 : 28페소)

33. 마딴사스지방회의 2/2분기 재정현황 보고문서(19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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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문서(1926. 7. 21.)

38. 마딴사스 주지사가 대한인국민회지방회의 등록에 관한 내용을 법관에게

36.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재정현황 보고(1926. 7. 16)

방회 등록 관련

39.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6. 7. 21) : 마딴사스 지

방회 등록 및 주소 보고

37.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6. 7. 19) : 마딴사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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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페소)

•지출 : 123.46페소(교육비 : 37.50페소, 회원지원 : 29.26페소, 일반경비 :

•수입 : 123.46페소(회원월회비 : 56.70페소, 특별회비 : 66.76페소)

(1927. 1. 6)

42.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Nacional de Coreanos : 대한인국민회) (1926. 9. 2)

40.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지방회 등록(Asociacion

신임 임원 구성 보고

43.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7. 4. 7. 수신) : 지방회

임원 구성 보고

41.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6. 9. 9) : 지방회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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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한인국민회 까르데나스지방회(CUC MIN JUE) 문건(1927. 8. 11.)

•지출 : 46페소(교육비 : 18페소, 회원지원 : 12페소, 일반경비 : 16페소)

•수입 : 46페소(회원월회비 : 30페소, 특별회비 : 16페소)

44. 마딴사스지방회 2/2분기 재정현황 보고(1927. 4. 1) -

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의 지지, 까르데나스 지방회의 구성 등

47. 까르데나스지방회 회칙(1927. 8. 11.) : 한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 미국 샌

(1927. 4. 8)

45.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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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1/2분기 재정현황 보고(1927. 8. 23)

(1927. 8. 29)

49.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50. 까르데나스지방회 회의록(1927. 8. 30.)

•지출 : 77페소(교육비 : 30페소, 회원지원 : 17페소, 일반경비 : 30페소)

•수입 : 77페소(회원월회비 : 54페소, 특별회비 : 23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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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임원 선출에 관한 기록

잠학교 학위 인증서

52. 멕시코 일본 총영사의 보고문서(1927. 11. 17.) : 김진숙(Chinshuku kin)의 양

구성 보고 관련

53.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8. 1. 6) ; 지방회 임원

51. 대한인국민회 까르데나스지방회(CUC MIN JUE) 관련 문서 (1927.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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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90페소(교육비 : 30페소, 회원지원 : 20페소, 일반경비 : 40페소)

•수입 : 90페소(회원월회비 : 60페소, 특별회비 : 30페소)

5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1/2분기 재정현황 보고(1928. 9. 7)

•지출 : 240페소(교육비 : 80페소, 회원지원 : 80페소, 일반경비 : 80페소)

•수입 : 240페소(회원월회비 : 120페소, 특별회비 : 120페소)

56.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29. 4. 29) : 지방회 임원 및 1928년 재정현황 보고

54.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지방회 재정현황 보고(192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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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관련

구성 보고

58.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0. 2. 27) : 신임 임원

•지출 : 198.30페소(교육비 : 76.25페소, 회원지원 : 84.30페소, 일반경비 : 38.75페소)

•수입 : 200.50페소(회원월회비 : 105.00페소, 특별회비 : 95.50페소)

59.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929년 재정현황 보고(1930. 2. 27)

57.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29. 5. 9) : 임원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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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보고 관련

•지출 : 130페소(교육비 : 50페소, 회원지원 : 35페소, 일반경비 : 45페소)

•수입 : 135페소(회원월회비 : 85페소, 특별회비 : 50페소)

및 지방회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61. 마딴사스 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1. 1. 26) : 임원구성

62. 마딴사스 주의 문서(1931. 2. 4)

60.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0. 3. 7) : 신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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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1. 9. 1)

76.62페소)

•지출 : 190.12페소(교육비 : 65.00페소, 회원지원 : 48.50페소, 일반경비 :

•수입 : 195.19페소(회원월회비 : 102.00페소, 특별회비 : 93.19페소)

및 지방회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6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1. 12. 23) : 임원구성

•지출 : 50.75페소(교육비 : 30.00페소, 회원지원 : 12.00페소, 일반경비 : 8.75페소)

•수입 : 54.00페소(회원월회비 : 36.00페소, 특별회비 : 18.00페소)

63. 마딴사스 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1/2분기 재정현황 보고(193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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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재정기록이 파손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68.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3. 9.) : 허리케인으로

지방회 2/2분기 재정현황 보고

66.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2. 1. 9) : 임원구성 및

로 지방회 재정기록 파손 관련

69.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3. 9. 5) : 허리케인으

67.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재정현황 보고(1932. 7. 27)

실태조사보고서 - 멕시코·쿠바

488
489
마딴사스 문서보관소 자료

•지출 : 225.86페소

•수입 : 730.02페소

•지출 : 649.10페소

임원구성 및 1935년 재정현황 보고

72.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5. 12. 8) : 1936년 신임

•수입 : 210.79페소

1935년 신임 임원구성 보고

70.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 : 1934년 재정현황 및

임 임원구성 및 1935년 재정현황 보고 관련

73.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5. 12. 12) : 1936년 신

정현황 및 1935년 신임 임원구성 보고 관련

71.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4. 12. 18) : 1934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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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Samuel Kin의 세금 문서(1936. 10. 15.) :

스 양잠학교 교수로 임명하는 것과 급료에 관한 내용.

74. 베라크루스 주정부가 Samuel Kin에게 보낸 문서(1936. 3. 20.) : 베라크루

75. 베라크루스 주정부가 Samuel Kin에게 보낸 문서(1936.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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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275.79페소

•수입 : 474.17페소

•지출 : 471.93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37년 재정현황 보고

79.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7. 12. 31) : 1938년 신

•수입 : 283.62페소

임원구성 및 1936년 재정현황 보고

77.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6. 12.) : 1937년 신임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80.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7. 1. 6) : 신임 임원구

임 임원구성 및 1936년 재정현황 보고 관련

78.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6. 12. 30.) : 1937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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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411.70페소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83.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9. 1. 4) : 신임 임원구

•수입 : 391.85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38년 재정현황 보고

81.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8. 12. 31) : 1939년 신

•수입 : 425.73페소

•지출 : 395.256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39년 재정현황 보고

84.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39. 12. 31) : 1940년 신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82.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39. 1. 5) : 신임 임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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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363.49페소

(1941. 11. 24.)

87. 마딴사스 주정부에서 마딴사스지방회와 관련하여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

•수입 : 373.38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40년 재정현황 보고

8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0. 12. 31) : 1941년 신

과 미일전쟁에 대한 한인들의 입장을 알리고 있다.

88.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주지사에게 보낸 문서(1941. 12. 23.) : 한국의 독립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86.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1. 1. 3) : 신임 임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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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661.78페소

91.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2. 1. 2)

•수입 : 621.46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41년 재정현황 보고

89.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1. 12. 30) : 1942년 신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92.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2. 1. 5) : 신임 임원구

낸 문서(1940. 12. 31.)

90. 마딴사스지방회에서 재정보고와 1941년 임원구성에 대해 주지사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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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입장 관련을 밝힌 내용

94.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2. 1. 15.) : 지방회의 정

•수입 : 709.76페소

•지출 : 718.22페소

임 임원구성 및 1942년 재정현황 보고

95.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2. 12. 31) : 1943년 신

이탈리아에 대한 전쟁과 한국의 독립운동 지지한다는 내용

93.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1. 12. 23) :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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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98.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4. 1. 13) : 신임 임원구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96.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3. 1. 7) : 신임 임원구

•지출 : 852.54페소

•수입 : 696.59페소

•지출 : 698.54페소

임원구성 및 1944년 재정현황 보고

99.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5. 1. 3) : 1945년 신임

•수입 : 854.90페소

임원구성 및 1943년 재정현황 보고

97.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4. 1. 9) : 1944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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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102.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6. 1. 17) : 신임 임원

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100.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5. 1. 5) : 신임 임원구

•지출 : 86.93페소

•수입 : 15.35페소

•지출 : 15.06페소

임원구성 및 1946년 재정현황 보고

103.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7. 1. 7) : 1947년 신임

•수입 : 90.33페소

임원구성 및 1945년 재정현황 보고

101. 마딴사스지방회에서 마딴사스 주에 보낸 문서(1946. 1. 1) : 1946년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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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양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6. 멕시코 공공교육부에서 Samuel Kin에게 보낸 문서(1936. 6월 5일) : 누

구성 및 재정현황 보고 관련

(1955. 10. 27.)

105. 마딴사스(Matanzas)에 있는 임천택(Ernesto Lim Yu) 관련 기록 문서

107. Samuel Kin의 운전면허증 : 국적이 일본으로 표기되어 있다.

104. 마딴사스 주에서 마딴사스지방회에 보낸 문서(1947. 1. 10) : 신임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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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알린 문서(1931. 12. 10.)

108. 까르데나스지방회가 마딴사스 주지사에게 1932년도 신임 임원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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